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영역 (일본어Ⅰ)

정답 및 해설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① ② ⑤ ① ① ② ④ ② ③ ③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④ ③ ⑤ ⑤ ③ ④ ② ④ ④ ①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⑤ ② ⑤ ③ ② ③ ① ⑤ ④ ③

[해설]

1. [정 답] ①

[출제의도] 가타카나 읽기

[해 설] 「ク」와 비슷한 가타카나 구별하기  

°　새로운 넥타이를 갖고 싶다
° 학교 홈페이지에 엑서스 할 수 없습니다.

2．[정 답] ②

[출제의도] 발음의 길이 (박자)

[해 설] 요음, 발음, 촉음의 박자수 세기

①きょねん(3박)  ②にんぎょう(4박)  ③じゅうしょ(3박) ④ニュース(3박) ⑤コップ(3박)

3. [정 답] ⑤

[출제의도] 한자의 표기

[해 설] 結ぶ(むすぶ）　結婚(けっこん）　約束(やくそく）

그녀와 나는 음악으로 맺어져 결혼할 약속을 하였습니다.

4．[정 답] ①

[출제의도] 형용사의 의미 이해 

[해 설]

A: 무슨일 있어? 기쁜 얼굴이네?
B: 응, 오랜만에 한국으로 놀러 가. 

 ①기쁜 ②자세한 ③쓸쓸한 ④훌륭한 ⑤진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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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 답] ①

[출제의도] 동사의 관용표현

[해 설] 

°　손님을 위해 차를 끓이다
° 나고야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다.

6. [정 답] ②

[출제의도] 부사의 의미 

[해 설]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아?
글쎄, 나는 이쪽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①꼭  ②쭉, 계속, 훨씬  ③공교롭게도  ④반드시  ⑤많이 

7. [정 답] ④

[출제의도] 일본의 연중행사 

[해 설] 

소라 : 귀여운 기모노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 많네. 오늘 무슨 일 있어?
리에 : 오늘은 11월 15일이지. 시치고산이라고 3살, 5살, 7살이 된 아이들이 건강
하게 성장한 것을 축하하는 날이야. 
소라 : 아아 그랬었구나.

 ①8월 15일 전후   ②7월7일   ③5월 5일   ④11월 15일   ⑤3월 3일

8. [정 답] ②

[출제의도] 문화, 연말 인사하기 

[해 설] 

khan: 일본에 계시는 여러분, 올해도 곧 끝나는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tora: 아직 12월이야. 1월이 되기 전에 하는 인사는             라고 해.
khan: 그렇습니까? 그러면                

よいお年を(お迎え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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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 답] ③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이해 

[해 설] 

일본인은 목욕을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온천여행을 가는 경우도 자주 있
습니다. 온천의 물은 몸에 좋고, 피로를 풀어줄 수 있고, 상처나 병이 빨리 치료됩니다. 
또, 온천물로 달걀을 요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에는 유명한 온천이 많이 있고 온
천물의 색이나 냄새도 다릅니다. 

10. [정 답] ③

[출제의도]결정한 내용의 보고 

[해 설] 

윤: 선생님, 3월에 한국에                         . 매우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 그렇습니까? 돌아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①돌아갑니다  ②돌아갈 예정입니다  ③돌아가는 것입니다 ④돌아가기로 했습니다

⑤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1. [정 답] ④

[출제의도] 권유

[해 설] 

어린이들이 만든 「마을 신문」입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12. [정 답] ③

[출제의도] 부사와 적절한 동사의 활용

[해 설] 

A: 얼마 전, 빌려준 책은? 내일 쓰고 싶은데.
B: 아, 미안. 완전히             .
A: 그럼 내일 점심때까지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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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 답] ⑤

[출제의도] 형편, 사정

[해 설] 

中山：스즈키씨 내일 아침 회의 말인데, 30분 일찍 와줄래? 
鈴木：알겠습니다. 다른 일도 있어서 1시간 전에 갈 예정입니다. 
中山：              . 그럼 내일 봐요. 

14. [정 답] ⑤

[출제의도] 내용의 이해 

[해 설] 

요즘 자전거로 일하러 가고 있다. 자전거는 길이 막히는 시간에도 괜찮고, 집에서 가까
운 곳을 갈 때는 차보다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차가 없고 집 근처에 전철이나 버스도 
없기 때문에 자전거는 내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은 자전거만을 위한 길
도 만들어져 있다. 차를 사용하기보다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이 늘고 있다. 

15. [정 답] ③

[출제의도] 수수표현, 의뢰표현

[해 설] 

손님 : 여기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새 것을                    
점원 : 네 곧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16. [정 답] ④

[출제의도] 경험 

[해 설] 

A: 일본의 마츠리, 본 적이 있습니까? 
B: 아니오.                   

①벌써 봤습니다    ②아직 보지 않습니다  ③벌써 보았습니다

④한 번도 없습니다 ⑤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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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확인

[해 설] 

학생 :2시부터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오후 연습은            .
선생님 : 글쎄요(그렇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할까요?
학생 :네, 알겠습니다. 

18. [정 답] ④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해 설] 

손님 : 이 짐을 서울 까지 EMS로 보내고 싶은데요.                             .
직원 : 네,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19. [정 답] ④

[출제의도] 내용의 이해 

[해 설] 

「왜 산에 오르는가」라고 물으면 「그 곳에 산이 있으니까」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
다. 깊은 의미는 없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름답고 높
은 산이 있다면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시시해진다. 저 산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상에 오
르면 어떤 경치가 보일까 하고 올라가 보고 싶어진다. 

20. [정 답] ①

[출제의도] 시간 묻기

[해 설] 

A: 이제 수업에 가야해.
B: 몇시 부터야?
A: 4시 20분. 
B: 그럼 앞으로 10분 밖에 없네.

‘あと＋시간/양’ 의 경우 ‘앞으로’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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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증상

[해 설] 

松本：加藤씨, 자녀 분의 병은 이제 괜찮은가요?  
加藤：네, 덕택에                . 감사합니다.

22.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위로표현

[해 설] 

山田：佐藤군, 무슨 일 있었어? 
佐藤：좀 안좋은 일이 있었어. 
山田：그렇구나.             .

a.잘 있어   b. 힘 내   c. 기운 내 

23. [정 답] ⑤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헤어질 때 인사말 

[해 설] 

여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
남자 :                      .

 失礼します：전화를 끊을 때, 헤어질 때, 남의 공간에 들어갈 때 

24.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금지표현

[해 설] 

조용히 해 주세요.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

①움직이지 않습니다 ②번화합니다 ③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④시끄럽지 않습니다

⑤웃어도 좋습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영역 (일본어Ⅰ)

정답 및 해설 

 

25. [정 답] ②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제안 

[해 설] 

A: 여름방학에, 규슈에            ?
B: 좋아. 어떻게 갈까? 
A:     지만, 어떻게 할까?
B: 좋아.         .

26. [정 답] ③

[출제의도] 의사소통기능, 날씨

[해 설] 

내일 날씨입니다. 동경은 아침부터 비가 내립니다만, 점심부터는     겠지요. 

추측: ~이겠지요. ＇동사의 기본형+でしょう＇

27. [정 답] ①

[출제의도] 동사의 가능형, ます＋ながら

[해 설] 

田中：이○○씨는 일본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李   : 네, 잘 하지는 않지만요. 

先生：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위험해.
生徒：네, 죄송합니다.

28. [정 답] ⑤

[출제의도] 조사의 쓰임 

[해 설] 

a. 가기는 갑니다만, 조금 늦겠습니다.
b. 모르는 사람을 따라 가서는 안됩니다. 
c.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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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 답] ④

[출제의도] 겸양표현

[해 설] 

기무라씨는 일본의 어디에서 오셨나요?
저는 교토에서 왔습니다. 

30. [정 답] ③

[출제의도] 문법, 조사의 쓰임 

[해 설] 

a. 지금 오사카에 막 도착한 참입니다. 
b. 이제야 이해받을 수 있게 되었다. 
c.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좋을까. 

(사람)によろこばれる・（사람)をよろこばせ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