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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カタカナ

 カメラ　ラジオ　ホームステイ　ネクタイ

정답해설 : カタカナ의 표기. 카메라, 라디오, 홈스테이, 넥타이             정답 ②
                         
2. 표기 

a. 저는 신경쓰지 말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b. 어제 일본어 수업에서 주소 작성법을 배웠습니다. 
c. 자신의 사정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답해설 : 한자읽기, 장음
올바른 표기는 a.遠慮(えんりょ), 旅行(りょこう)　 b.授業(じゅぎょう), 住所(じゅう

しょ)　c.都合(つごう), 信号(しんごう)이다                                 정답 ③  
                                                             
3. 동사의 쓰임

 방의 불을 켠 채, 집을 나온 것을 알아차렸다.

정답해설 : 電気をつける 불(전기)을 켜다,　気がつく 알아차리다, 깨닫다    정답 ①

4. 부사의 쓰임 

 켄타: 이제 안되겠다. 피곤해서 공부를 할 수 없어.
(핸드폰주인) : 어떻게 된거야?
 켄타: 어제 저녁 밖이 시끄러워서      잘 수없었어.

정답해설 :   a.거의  b.아직, 아직도  c. 똑바로, 곧장, 솔직함, 올곧음  d. 충분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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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의어 

A: 이 우동 맛은 어때?
B: 좀      하지 않아 ? 

A: 좀더     색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B: 그래? 

정답해설 : ①옅다, 싱겁다  ②맵다  ③밝다 ④따뜻하다 ⑤아름답다     정답 ①
            
                                                             
[6~9] 일본문화 

6. 일본문화 이해하기 

이것은 정월에 현관 앞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나무에 신이 내려온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월날 아침에 신년의 신을 집으로 맞이하기 위해 장식합니다. 

정답해설 : ①かどまつ: 정월에 대문 앞에 장식하는 소나무로 조상신을 모시고 신년
의 풍요를 기원함 ②かがみもち：정월에 신불에게 드리는 둥글고 큰 떡 ③ひなにん

ぎょう : 3월 3일 히나마츠리 때 빨간 양탄자가 깔린 단위에 장식하는 인형  ④たん

ざく：7월 7일 七夕(칠석, たなばた)에서 수예나 서예에 능숙해지기를 기원하기 위해 
자신의 소원을 쓴 오색 종이를 대나무에 매달아 장식함 ⑤こいのぼり：5월 5일 어린
이 날(こどもの日) 에 마당에 장대를 세우고 장대 끝에 커다란 잉어 모양의 장식물을 
달아 남자아이의 출세와 건강을 기원함.                                  정답 ①
                                       
7. 일본문화 이해하기 

 일본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비숫하지 않다. 일본어에서도 한국어에
서도 ‘이곳’‘그곳’‘저곳’을 사용합니다만, 그 사용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는 택시에서 내릴 때, 내리려고 하는 곳이 가깝다면 ‘이곳’ 멀면 
‘저곳’, 그 사이라면 ‘그곳’을 씁니다. 또, ‘나가시나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좀 거
기까지’라고 대답하는 것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서는 양쪽 다 ‘그곳’은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본어와 한국어의 ‘그곳’은 나타내는 범위가 다릅니다. 

정답해설 : ①‘그곳’이 나타내는 범위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같다. ② 한국어에서는 ‘나
가시나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곳’을 사용한다 ③일본어과 한국어는 ‘이곳’,‘그곳’,
‘저곳’의 사용방법에 차이가 없다. ④일본어에서는 택시에서 내리고 싶은 곳이 멀다면 
‘이곳’이라고 말한다. ⑤한국어에서는 택시에서 내리고 싶은 곳을 말할 때 ‘그곳’은 사
용하지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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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의 젓가락문화 이해하기

 일본에서는 식사할 때 보통 젓가락을 가로로 둡니다. 또 젓가락 사용법에도 여러 
가지 매너가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밥에 젓가락을 세워 꽂아두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대접하는 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요리를 여러 명과 함께 먹을 때, 
젓가락을 거꾸로 해서 자신의 접시에 요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실
은 공용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정답해설 : 공용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②

9. 일본문화 이해하기 

 일본의 여름이라고 하면 불꽃축제를 빼놓아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7월부터 8월에 
걸쳐 열립니다. 불꽃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카타를 입고 마을로 나옵
니다.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파는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늘어서서 불꽃축제의 분위기
를 더욱 띄웁니다. 동경의 스미다가와 불꽃축제는 일본에서 가장 크고 텔레비전에
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 : 불꽃축제가 열리는 곳에서는 포장마차가 많이 세워진다.         정답 ④

[10~25] 의사소통기능

10. 전화표현

사토:　지난번에 받은 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노: 그렇습니까.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사토: 오노씨 가게를 내도 좋지 않을까요? 
오노: 아뇨,                    . 취미로 하는 것 뿐인걸요. 

정답해설 :　とんでもないです(당치도 않습니다),　まだまだです(아직 멀었습니다),　それほ

どでも ありません(그렇지도 않습니다), そんな　こと ないです(그렇지 않습니다) 정답 ⑤

11. 자기전의 인사

딸 : 먼저 잘래.         .
부모님 : 응.        .     

정답해설 : ① 먼저 실례할게요. ② 안녕(아침인사) ③ 잘자(자기전 인사, 밤에 헤어질 
때  ④ 쾌유를 빌어요 ⑤축하해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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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용표현

A: 이름은 한자로 쓰지 않아도 됩니까?
B: 아니오, 한자로                  

정답해설 : a. 써주세요  b.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c.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d.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 ①

13. 유감의 표현 

A: 지난주 오키나와에 갔다 왔는데 아들이 갑자기 열이나서 ….
B: 정말? 힘들었겠다. 그럼 바다에도 못갔어?      
A: 응, 그렇다니까. 
B: 어머나,                                                 

정답해설 : ①그것 참 잘됐네  ②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해   ③꼭 잘 될거야   ④그것 
참 안됐네 ⑤빨리 건강해져                                             정답 ④

14.안부 묻기  

여자 1 : 오랜만이에요. 가족분들 모두                ? 
여자 2 : 네 덕택에 모두 건강합니다. 

정답해설 : ①귀가하세요? ②한 그릇 더 입니까? ③별고 없으세요? ④귀가하세요? ⑤
한 그릇 더 어떠세요? 
                                                                      정답 ③

15. 주문하기 

 A: 어서오세요. 결정하셨나요? 
 B: 이 가게는 뭐가 맛있어요? 
 A: 네에, 글쎄요. 소고기 덮밥이 가장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B: 그럼,                           .
 A: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정답해설 : 결정을 하는 경우 ‘명사+にします＇로 하거나 ‘명사＋を お願いします’라
고 합니다.  a.그것으로 하겠습니다. b.그거 줍니까? c. 그것 부탁합니다. d. 그것을 
가지고 올까요?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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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포스터 이해하기 

 다르네. 그게 좋을지도 몰라 

정답해설 : 인종과 차림새 등의 문화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①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②함께 즐겁게 노래합시다 ③아름다운 말로 이야기 
합시다 ④주위와 같지 않으면 안됩니다. ⑤나라와 문화가 달라도 모두 친구가 되자.   
                                                                      정답 ⑤

17. 글의 내용의 이해 

A: 아아, 잘됬다. 전철로 와서 제대로    (a)      . 
B: 그러네. 자동차로 왔으면     (b)     .
A: 맞아 그래. 

정답해설 : 이미 시간에 맞게 왔기 때문에 완료의 ‘た’를 쓰는 것이 적절하고, ‘동사
의 기본형+ところ’로 ‘~할 참이다.’로 ‘늦을 뻔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⑤
                             

18.  ‘へいきだ’의 이해

유키, 미카 : 잘먹겠습니다.
미카 : 아, 유키야, 낫토 먹을 수 있어? 
유키 :             .
미카 : 나는 잘 못먹어서…. 괜찮으면 먹어. 

정답해설 :  ‘へいきだ’는‘태연하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③

19. 글의 내용의 이해 

 나는 지난달, 일본어 공부를 위해 일본에 왔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50분
이나 걸렸기 때문에 버스로 다니고 있었다. 매일 버스로 다니는 것은 힘들었다. 학
생들의 대부분은 자전거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자전거를 못 탔던 나는 일본인 
친구에게 타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완전히 익숙해져서 좁은 
길이라도 잘 타고 다닌다.  

정답해설 :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지 못해 일본인 친구에게 타는 법을 배워 이제 자
전거로 통학한다는 내용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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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화문의 순서

 A: 배고파. 지금부터             ?
 B: 좋아.              ?
 A: 메밀국수는 어때? 근처에 맛있는 메밀국수집이 있는데….
 B: 좋네.          . 

정답해설 : a.뭐 먹을래? b.점심밥 먹지않을래? c.거기서 먹자              정답 ③
                       

21. 사과의 표현 

손님: 이쪽에 있는 과자, 2개 더 사고 싶은데요. 
점원:                  . 그쪽은 이제 그것만 남아서요. 

정답해설 :①실례합니다. ②참 잘했어요 ③ 잘 먹었습니다. ④죄송합니다. ⑤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정답 ④

22. 예정, 가능성의 표현

마에다: 고바야시씨, 이번 겨울 방학에 어딘가 가세요?
고바야시: 홋카이도에                  .
마에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쯤입니까?
고바야시: 크리스마스 즈음이                  .
마에다: 그것 참 재미있겠군요. 

정답해설 :  갈 예정입니다(行くつもりです）. 자신의 일에 대한 내용임으로 상황이
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을 하는 ようだ（みたいだ）는 적절하지 않음. 크리스마스 
즈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추측의 ‘ます＋そうだ’로 ‘なりそうだ’ 로 표현
하는 것이 적절함.            정답 ④    
  
                                        
23. 동시동작의 이해 

 A: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니?
 B: 그렇게 하는 편이 잘 외울 수 있어요. 

정답해설 : ①공부를 하지 않고 음악을 듣는다 ②음악을 듣기 전에 공부를 한다 ③음
악을 듣고 나서 공부를 한다 ④공부한 후에 음악을 듣는다 ⑤공부를 하고 있는 때에 
음악을 듣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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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화문의 이해 

 A: 청소는 벌써 끝났습니까?
 B: 아니오, 아직                .   

정답해설 : 질문을 ‘もう～ましたか’ ‘벌써 ~했습니까?’라고 하면 하지 않았을 경우에
는 ‘まだ～ていません’ 으로 대답함.                                      정답 ④

25.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손님 : 조금 화장실을        ?   
주인 : 네, 쓰세요.

정답해설 :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을 때  ‘貸してくれる？, 借りていい？’로 표현함
                                                                      정답 ①

[26~30] 문법

26. 희망의 표현

 ｏ 우리집 개는 산책하러 가고          .          
 ｏ 남동생은 고향에 돌아가고         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정답해설: 제 3자의 희망을 표현할 때는 ‘~を～たがる’로 표현함           정답 ⑤
                                                                       
27. 조사의 쓰임    
ｏ 커피는 식사와 함께 하는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ｏ 시험이 끝난 후에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ｏ 문을 열자 고양이가 방안에서 나왔습니다. 

정답해설 : ‘~を出る’,‘~から出る’에서 출발점이 강조가 되는 경우와 이동하는 장소가 
제시되었을 때는 から가 사용되고 を를 사용하지 않음.                    정답 ③

28. 존경어 겸양어의 쓰임 

 일본어에서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지는 아빠, 어머니는 엄마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또, 부모님을 설명할 때 존경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따라서
「                    」와 같이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 

정답해설 : ①아빠는 지금 부재중입니다. ②父は 元気です　③私の母は 英語が 上手
です　④母は よく ケーキを 作ります　⑤父と 母は よく いっしょに 出かけます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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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동사의 활용

ｏ앞 사람을 밀지 말아주세요.
ｏ소중한 가족을 위해 힘쓰세요. 
ｏ언제인가 크게 꿈의 꽃을 피웁시다. 

정답해설 : ‘押さないでください,　 大切な家族　 咲かせましょう’　 ①からだ ②さかな 　
③みなみ ④かたち ⑤むかし
                    정답 ②

30. 문장 표현의 이해 

①그런 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②그는 벌써 자버렸는지도 모른다
③그렇게 피곤하다면 조금 쉬면어때?
④아이는 어디든 가버리니까 위험하죠.
⑤그를 처음으로 만나고 바로 이씨라고 알게 되었다.         

정답해설 : 동사+ようになる는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각적으로 이씨
르 알아보는 상황에서는 어색한 표현이 된다. ‘すぐ 李さんだと わかった’라고 표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