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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HE B1 
합격 비법서 

B1 시험 가볍게 합격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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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he B1 합격 비법서에는 B1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요점을 모아둔 핸드북입니다.  
시험 합격을 위한 유형별 Tip, 필수 어휘, 트렌드 주제 제공까지 익히고 학습해봅시다.

더 많은 필수 요점과 합격을 향한 Tip은‚ 가벼운 합격 Goethe B1‘ 패키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서 교재와 전문가의 강의로‚ 가벼운 합격 Goethe B1‘와  

탄탄하게 시험 준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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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별 Tip
 Goethe B1 시험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가 제공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각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유형별 Tip을 익혀봅시다.

➀ Modul Lesen 읽기 영역
읽기 영역은 총 5개의 유형, 총 3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eil 1 유형 1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문제 내용이 지문에서 발생했는지 또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문제의 키워드를 먼저 찾습니다. 그 후에 찾은 키워드에 유의하여 지문을 읽습니다.

2 지문의 키워드는 똑같은 단어가 아닌 유의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유의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읽기 유형 1번 문제는 지문의 흐름에 맞추어 순서대로 주어집니다. 때문에 정답을 찾을 때 답을  
찾았던 이전 내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Teil 2 유형 2

2개의 신문 기사가 등장합니다. 지문이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과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문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을 찾기 어렵다면 지문의 제목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유형 2번은 유형 1번과는 다르게 지문의 흐름대로 문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전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키워드나 문제들이 지문에서 유의어 또는 동의어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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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l 3 유형 3

10개의 광고가 등장합니다. 각 인물이 원하는 또는 각 상황과 어울리는 광고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문제에 어울리는 광고는 1개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광고를 찾아야만 합니다.

2 어울리는 광고가 없는 1개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때는 답지에 0을 표기합니다.

3 문제와 광고의 키워드를 통해 어울리는 광고를 찾습니다.

Teil 4 유형 4

하나의 주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인물의 의견을 드러내는 8개의 코멘트가 등장합니다.  
각 인물이 해당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 각 인물이 주제에 관련하여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우선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2 애매모호한 주장을 한다면, 해당 내용이 긍정에 가까운지 또는 부정에 가까운지 파악해야 합니다.

3 Ja / Nein의 정답 비율이 비교적 일정한 편입니다.

Teil 5 유형 5

독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문, 규정 등이 등장합니다. 해당 지문을 읽고 특정한 정보를 찾아  
문제를 풀게 됩니다.

1  읽기 유형 5는 지문의 흐름대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키워드를 잘 찾아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각 안내문 또는 규정의 소제목에 주의합니다. 주로 소제목을 통해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키워드의 유의어나 동의어의 함정에 주의해서 지문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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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Modul Hören 듣기 영역
듣기 영역은 총 4개의 유형, 총 3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eil 1 유형 1

5개의 짧은 안내방송을 듣게 됩니다. 상황이 옳은지 또는 옳지 않은지와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다선지 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1 문제를 먼저 읽고 키워드에 표시합니다.

2 키워드가 음원에 등장하는지 유의해서 지문을 듣습니다.

3  지문의 키워드는 똑같은 단어가 아닌 유의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지문을 들을 때  
유의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Teil 2 유형 2

여러 사람들에게 안내나 가이드를 제공하는 음원이 재생됩니다. 음원이 한 번만 재생되기에  
키워드에 유의하여 지문을 들어야 합니다.

1  문제를 먼저 읽고 중요한 키워드에 표시하고 키워드와 유의어에 집중하여 듣습니다.

2 화자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나 반복해서 언급되는 문장에 유의합니다.

3 한 번에 듣고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뒤에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 있으니 음원에 끝까지 집중합니다.

Teil 3 유형 3

두 사람이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하는 음원이 재생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원이 한 번만 재생되기에 키워드에 유의하여 지문을 들어야 합니다.

1 문제를 먼저 읽고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인지 파악합니다.

2 문제의 키워드를 찾아 표시하고, 관련 단어에 유의하여 지문을 듣습니다.

3 어떠한 일이 발생했고 화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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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l 4 유형 4

사회자와 2명의 화자가 토론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제가 무엇이고, 누가 주제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자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1 화자의 목소리와 이름을 먼저 파악합니다.

2 각 화자의 입장이 찬성, 반대, 중립인지 파악합니다.

3 문제에 키워드를 표시한 후 어떤 화자가 키워드를 사용한 발언을 하는지 유의하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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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Modul Schreiben 쓰기 영역
쓰기 영역은 총 3개의 유형, 총 3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eil 1 유형 1

하나의 개인적인 E-Mail을 3가지의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도입부와 끝맺는 마무리 표현을 꼭 작성합니다. 해당 표현은 암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3개의 내용 요소를 놓치지 않고 글에서 모두 다루었는지 확인합니다.

3  문장이나 단락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지는 않은 지, 상황 설명, 이유, 제안 등을 적절한 표현을 이용하여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Teil 2 유형 2

하나의 온라인 방문록을 작성합니다. 주어진 테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합니다.

1  도입부에는 어떤 의견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2 주장에 어울리는 2개의 예시를 듭니다.

3 다양한 표현과 접속사, 부사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Teil 3 유형 3

하나의 정중한 E-Mail을 2가지의 내용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시험 준비 시간에 가능한 도입 부분이나 글의 큰 개요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이는 시험 시간을 알맞게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쓰기를 위한 표현들을 미리 공부해 암기합니다.

3  정중한 글은 Sie(당신)이 글의 대상이 되기에 인칭에 알맞게 동사를 사용했는지,  
정중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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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Modul Sprechen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은 총 3개의 유형, 총 3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eil 1 유형 1

파트너와 함께 공동으로 무언가를 계획합니다.

1  제안을 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안과, 의견 표현을 위한 유용한 표현들을  
공부합니다.

2  고려해야 하는 4개의 제시점들을 준비하고 파트너와의 대화 중 해당 제시점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3  파트너가 말할 때 잘 경청합니다. 파트너의 제안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표현해야  
합니다.

4 잘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발음 또한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Teil 2 유형 2

5개의 내용 요소가 들어간 발표를 진행합니다.

1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관심 있는 테마를 선택합니다.

2  매 슬라이드마다 언급해야 하는 내용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테마 소개, 구성 소개 – 경험 소개 –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의 상황 – 장점, 단점 소개와 예시 들기 – 
마무리, 감사)

3  3-4분이 소요되는 발표이므로 내용 요소 구분을 정확하게 나누어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관련 표현들을 정리하여 공부합니다.

Teil 3 유형 3

파트너의 발표에 피드백을 주고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파트너와 시험관의 질문에 답합니다.

1  파트너의 질문에 정중히 답하고 자신의 의견을 답하는 도중에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2  파트너에게 질문하기 위해 파트너의 발표에 집중하고 짧게 메모를 합니다. 피드백과 질문 시에는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파트너의 의견을 다시 묻고 확인하는 질문으로 정중히 묻습니다.

3  파트너의 발표에 피드백을 주고 질문함으로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피드백과 질문에 관한 표현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oethe B1 합격 비법서



7

2. B1 필수 어휘
B1 레벨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꼭 익혀야 할 어휘들이 있습니다. 품사별로 정리된 필수 어휘를  
학습해봅시다. 더 많은 필수 어휘는 가벼운 합격 Goethe B1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➀ 명사

1 das Recht 권리, 선택권 16 die Anlage 시설, 장치, 설치

2 das Schrecklichste 가장 끔찍한 것,  
가장 무서운 것

17 die Anleitung 지도, 코치, 안내

3 das Sekretariat 사무처 18 die Anmeldung 등록, 신고, 등록

4 das Stockwerk 층계, 층 19 die Anreise 도착

5 dasselbe / derselbe 그와 같은 (동일한) 것 20 die Ansicht 의견, 견해

6 der Gedanke 생각, 사고 21 die Feuerwehr 소방대

7 der Gegenstand 물품 22 die Freiheit 자유

8 der Heißluftballon 열기구 23 die Führung 안내, 가이드

9 der Kanal 운하, 수로, 길 24 die Fütterung 사육, 사육 시설

10 der Kinderwagen 유모차 25 die Garderobe 보관소

11 der Schutz 보호, 보존 26 die Organisation 조직, 기구, 연합

12 der Speisesaal 식사하는 홀 27 die Rundfahrt 순회, 일주, 유람

13 der Steuerzahler 납세자 28 die Selbstständigkeit 독립, 자립

14 der Studienabschluss 대학 졸업 29 die Sorge 근심, 걱정

15 der Vortrag 진술, 강연 30 die Stille 고요,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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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er Ausweis 신분증, 면허증 46 die Geduld 인내

32 die Auskunft 안내, 정보 47 die Gelegenheit 기회

33 die Bedingung 조건, 여건 48 die Geschwindigkeit 속도

34 der Beleg 영수증, 증빙 서류 49 das Gewürz 향신료

35 das Denkmal 기념비 50 die Infektion 전염, 감염

36 der Dreck 때, 찌꺼기 51 der Kandidat 후보자

37 der Durchschnitt 평균 52 die Kenntnis 지식

38 das Einkommen 수입, 소득 53 der Lautsprecher 스피커

39 die Entlassung 졸업, 퇴사 54 das Netzwerk 네트워크

40 das Ereignis 사건 55 der Passagier 승객

41 die Fähigkeit 능력 56 die Qualifikation 자격

42 die Festplatte 하드디스크 57 das Referat 보고, 발표

43 die Fortbildung 연수, 재교육 58 die Strecke 거리, 경로

44 das Fundbüro 분실물 보관소 59 die Umfrage 설문

45 das Gebirge 산 60 die Vorschrift 지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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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동사

1 abgeben 맡기다, 건내주다 16 mitteilen 알리다, 통지하다

2 abschließen 잠그다, 폐쇄하다 17 nachmachen 모방하다, 따라하다

3 anbieten 제공하다 18 passen 알맞다, 어울리다

4 anmelden 신청하다, 예약하다 19 probieren 시험삼아 해보다,  
맛보다

5 anschließen 추가하다, 연결하다, 
합류하다

20 rausholen 꺼내다

6 ausfüllen 기입하다, 채우다 21 schreien 울부짖다

7 bearbeiten 다루다, 논하다 22 schweben 부유하다,  
둥실둥실 떠있다

8 beitragen 기여하다, 한몫하다 23 sich äußern 나타내다, 표현하다

9 beobachten 관찰하다 24 sich beziehen 관련하다, 관련있다.

10 beraten 조언하다 25 sich erkundigen 알아보다, 묻다

11 durchorganisieren 철저히 조직하다 26 veranstalten 개최하다

12 einsparen 절약하다 27 verbringen (시간을) 보내다

13 erkunden 탐색하다 28 verlangen 요구하다, 바라다

14 erreichen 다다르다, 달성하다 29 vermeiden 피하다, 예방하다

15 gefällen 마음에 들다 30 verschwinden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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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nalysieren 분석하다 46 sich langweilen 지루하다

32 anhaben 입다, 걸치다 47 loben 칭찬하다

33 behindern 방해하다 48 markieren 표시하다

34 blühen (꽃이) 피다 49 mitteilen 전하다, 알리다

35 eilen 재촉하가 50 nachschlagen 뒤에서 치다

36 sich ereignen 생기다, 일어나다 51 produzieren 생산하다

37 erziehen 교육하다 52 protestieren 항의하다

38 finanzieren 자금을 대다,  
지불하다

53 reduzieren 축소하다, 줄이다

39 garantieren 보증하다 54 reiten 말을 타다

40 gründen 건설하다, 창립하다 55 riechen 냄새가 나다

41 hinterlassen 남기다 56 schalten 관리하다, 다루다

42 husten 기침하다 57 schmecken ~한 맛이 나다

43 installieren 설비하다 58 sichern 안전하게 하다

44 kämpfen 싸우다 59 speichern 저장하다

45 kriegen 얻다, 전쟁하다 60 treiben 몰아넣다, 재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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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형용사

1 freiwillig 자유 의지의 11 unangenehm 불쾌한, 싫은,  
언짢은

2 gratis 무료의 12 verantwortlich 책임있는

3 grundsätzlich 원칙상의,  
원칙적으로

13 verbindlich 의무가 있는

4 hilfsbereit 남을 돕기 좋아하는 14 vernünftig 이성적인, 합리적인

5 intensiv 집중적인, 강한 15 vorwärts 앞으로, 앞쪽으로  
향하여

6 köstlich 맛 좋은, 값비싼 16 doppelt 2배의

7 offenbar 보아하니, 아마 17 endgültig 최종적인, 최후의

8 öffentlich 공공의, 공적인,  
공동체의

18 entscheidend 결정적인, 단호한

9 pünktlich 시간을 엄수하는 19 erschöpft 지친, 기진맥진한

10 riesig 거대한, 대단히 큰 20 exotisch 외국의, 이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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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lltäglich 일상의 31 interkulturell 문화 간의

22 einsam 고독한 32 komplett 완전한

23 eng 좁은, 꽉 끼는 33 lieb 사랑하는

24 erfolgreich 성공적인 34 merkwürdig 기억할 만한

25 feucht 눅눅한, 젖은 35 mobil 움직이는, 휴대의

26 furchtbar 두려운, 무서운 36 neulich 최근의

27 geehrt 존경하는 37 öffentlich 공연한

28 glatt 미끄러운 38 optimistisch 낙관적인

29 haltbar 보관이 가능한 39 reif 익은

30 ideal 이상의 40 sämtlich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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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기/말하기 주제
쓰기/말하기 유형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제를 미리 학습한다면 시험장에서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시험 유형을 미리 파악하여 시험에 대비해봅시다.

1 거주

거주 형태: WG(주거공동체)와 셰어 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것과 여럿이 함께 집
을 공유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각각 주거 형태의 장점, 단점 그리고 관련 어휘들을 학습하
시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환경

환경 오염: 독일은 환경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시험
에 등장합니다. 지구온난화, 쓰레기 배출, 재활용, 온실가스 등 환경과 관련된 어휘들을 미리 익히고 환경 오염
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등을 독일어 키워드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해당 주제 역시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청년과 노인과의 갈등, 예절 문제, 사고 방식
의 차이 등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해당 주제는 읽기/듣기 영역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각자의 입장
에서의 의견을 차이를 파악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여 적거나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역

도시와 시골: 도시와 시골을 비교하는 주제는 단골 주제입니다. 도시와 시골 중 어디에서 거주하는 것이 좋을 지, 
어디가 살기 편한지 등. 도시와 시골과 관련된 키워드들과 각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꼭 미리 정리하여 시험장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청소년

청소년들의 특징: 현대 청소년들의 특징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독서량
이 감소한 청소년, 청소년들의 유행 등 다양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주제에 맞춰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들
은 어떠한 지 상황을 비교하고 파악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타

그 밖에 학교, 회사,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주제가 시험에 등장합니다. 특히 말하기 유형 1번에서는 파트너와 함
께 무언가를 계획하게 되는데 이때 학교나 회사에서 만난 친구를 초대하거나 친구를 위해 이벤트를 계획하게 
됩니다. 계획하기 위해서는 계획하는데 필요한 시간, 장소, 준비 사항들을 묻는 질문을 꼭 미리 암기하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 장소를 제안하는 데에 있어서는 12시, 5시 등 원하는 데로 제안할 수 있으므로 고
민하는 데에 시간을 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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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합격 Goethe B1과 함께
가볍게 시험 합격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