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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1) 난이도는 지금까지 실시된 수능, 모의고사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

다. 그러나, 4문제 정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 면에서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  

<하단자막>

전체적으로 약간 어렵게 출제

2) 문제의 유형은 소수의 2-3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EBS 수능 강의에서 다루어

진 내용이었다. 

<하단 자막>

EBS 수능 강의 내용과 비슷한 유형.

3) 발음에서 1문제가 새로운 유형이었다. 컴퓨터 자판에서의 일본어 문자의 로마자 

입력 방법이었다. 2005년 교재에서는 다루어진 내용. 유감스럽게도 2006년도는 다루

지 않았다. 문제를 풀면서 간단히 설명하겠다. 

[영역별 분석]

1)발음 및 문자(3문항): 행, 일상적인 한자의 발음, 조사의 발음(로마자 입력)

<하단 CG>

일본어 문자의 로마자 입력 방법 유의!

2)어휘(3문항): 일상의 주변 어휘, 동사

3)문법(3문항): 조사, 동사의 ない형 및 て형, い형용사, 동사 수식형 등 활용형에 유

의 할 것!

<하단 CG>

동사 및 형용사의 활용형에 유의!

4)의사소통 기능(16문항): 인사 기능을 비롯 물건사기, 약속, 길묻기 등 다양한 기능

에서 출제됨. 또한, 지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됨.

5)문화(3문항): 한류를 반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 출제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어

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맺음말>내용상으로는 수능 일본어 교재 및 강의에서 대부분 다루어진 내용임. 그동

안 EBS 수능 강의에 충실했던 학생은 좋은 결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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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끝마무리> [수능을 대비한 전략]

 1) 모의평가에서 자신이 풀어 본 문제가 오답인 경우 잘 체크하여 반복학습

 2) 기존의 모의고사 및 수능 유형 숙지 

 3) EBS 수능 강의 및 9월 말부터 방송되는 실전모의고사 문제로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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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일본어) 정답 및 해설

<정답> 

1.① 2.⑤ 3.② 4.④ 5.③ 6.③ 7.⑤ 8.④ 9.④ 10.⑤ 

11.③ 12.② 13.⑤ 14.② 15.① 16.③ 17.② 18.③ 19.① 20.④ 

21.① 22.③ 23.⑤ 24.⑤ 25.② 26.① 27.④ 28.④ 29.⑤ 30.②

1. <발음 및 문자>50음도의 행.

おか あ さん おに い さん、おと う さん、おね え さん、 お

とうとさん

일본어 문자는 10개의 행과 5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あ행~わ행(10개), あ단~お단

(5개)의 개념을 이해하자.

2. <발음 및 문자> 일상 한자 어휘의 발음

일본어 사전에서 낱말을 찾을 때는 행의 순서(あ행ーかーさーたーなーはーまーやーらー

わ행), 단의 순서(あ단-い단-う단-え단-お단)의 순서가 우선되며 다음은 탁음, 반탁음

의 요음 등의 순으로 낱말을 찾는다.

수업은 9시에 시작됩니다. 　

① しょくどう(식당) ② べんり(편리) ③ へや ④ でんしゃ ⑤ しゃしん

3. <발음 및 문자> 컴퓨터 자판에서 일본어를 로마자로 입력할 때 조사 は는 [ha],

조사 を는 [wo]로 입력한다.

나는 우유를 마셨습니다.

4. <어휘> 일상의 주변 어휘(교실)

てがみ(편지)　いす(의자)　つくえ(책상)　かばん(가방)　ぎんこう(은행)　えんぴつ(연필)

5. <어휘> 한자 및 동사

日本人(にほんじん) 일본인, おふろに　入(はい)る 목욕하다

A : 일본인은 자주 목욕한다지요.

B : 예, 매일 하는 사람이 75%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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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어휘> 동사 및 명사
보다 : 가부키 - 스모 - 텔레비전
조사하다 : 주소 - 날씨 - 낱말
사다 : 표 - 자동차(くるま　） - 카메라

かぜ바람, ねつ 열, となり 옆, みなみ 남쪽

7. <문법> 조사

<가능> ~が　できる(~을 할 수 있다), ~に　会う (~를 만나다), ~に　のる(~을 타다)

~に　なる ~가 되다.

◦ 어제, 나는 다나카씨를 만났습니다.

◦ 다나카 씨는 한국어를 잘 합니다.

◦ 다나카 씨와 버스를 타고 바다에 갔습니다.

8. <문법> 동사의 ない형 및 て형

◦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 위험하므로 무거운 것은 소지하지 마세요.

◦ 좀더 천천히 이야기 해 주세요.

1류 동사 ない형 = あ단 + ない(어미가 う인 경우는 わ로 변한다.)

3류동사 する의 て형은 して이다.

9. <문법> い형용사의 과거 부정형

A : 어제 영화는 어떠했습니까?

B : 그다지 　재미없었습니다

おもしろい(재미있다) 

おもしろかった。재미있었다(과거)

おもしろく　ない。재미없다(부정)

おもしろく　なかった。제미　없었다(과거 부정)

おもしろく　ないです。재미 없습니다.(정중 부정)

  =おもしろく　ありません。재미 없습니다.(정중 부정)

おもしろく　なかったです。재미없었습니다(과거 정중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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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もしろく ありませんでした。재미없었습니다.(과거 정중 부정)

10. <문법> 완료 표현

A :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B : 괜찮습니다.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た　ところです　지금 막 ~했습니다. た는 て형과 같은 꼴에서 접속한다.

11.<문법> 형용사의 접속형/ 명+に　なる(~가 되다)

◦ 누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 이제부터 점점 시원해집니다.

◦ 교실은 매우 개끗해 졌습니다.

い형용사 어간+く　なる ~해 지다 .

だ형용사　어간+に なる ~해 지다 .

12. <의사소통 기능> 확인-제안

ちょっと　あついですね (좀 덥군요)ー　まどを　あけましょうか。(창문을 열까요?)

① 그림을 그릴까요? ③ 책을 읽을까요? ④ 노래를 부를까요?

⑤ 밥을 먹을까요?

13.<의사소통 기능> 의문표현

A : 저 분은 누구십니까?

B : 음악 선생님입니다.

いつ 언제, こう 이렇게, それ 그것, いくら 얼마

14. <의사소통 기능> 소개

저의 이름은 박미나라고 합니다. 올해 18세입니다. 가족은 5

명입니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おいくつですか。몇 살입니까? なにが　じょうずですか。무엇을 잘 합니까?

おなまえは　なんですか。이름은 무엇입니까? なんにん　かぞくですか。가족은 몇 명입

니까? どこに　すんで　いますか。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15. <의사소통 기능> 하루 일과[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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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히로시 군은 일요일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B : 　　　　　　을　하고 있었습니다.

そうじ 청소, りょうり 요리, うんどう 운동, べんきょう 공부, インターネット 인터넷

16. <의사소통 기능> 조수사 さつ(권)

A : 실례합니다. 이 　　　 한권 주십시오.

B : 예, 200엔입니다.

くつ 구두, にく 고기, ノート 노트, シャツ 셔츠, とけい 시계

17.<의사소통 기능> 물건사기

A : 어서오세요.

B : 하얀 넥타이를 사고 싶은데요.

カラオケ 가라오케, デパート 백화점 , としょかん 도서관, めがねや 안경점, ゆうび

んきょく 우체국

18. <의사소통 기능> 허가 및 인사(헤어짐)

A : 미안합니다. 좀 볼일이 있어서요. 먼저 가도 괜찮을까

요?

B : 예, 좋아요.

A :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そうしましょう 그렇게 합시다. おじゃまします 실례합니다(남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서

며), しつれいします 실례합니다(헤어질 때 인사), ざんねんですね 유감이군요, たいへ

んですね 힘드시겠어요.

19. <의사소통 기능> 시간 및 장소 요지 파악

“유리코 지금 어디? 앞으로 10내로 도착해”

“지금 꽃집 앞. 이제 곧 역이야”

    

20. <의사소통 기능> 기호에 대한 요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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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바야시 씨는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B : 고양이 쪽을 좋아합니다.

A : 그럼, 새는 어떻습니까? 　

B : 고양이 정도는 아니지만, 개 보다는 좋아합니다.

21. <의사소통 기능> 설명 - 의무

A : 아침부터 너무 걸어서 다리가 아픕니다.

B : 나는 책을 너무 읽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A : 무엇이든지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동사 ます형 + すぎる : 지나치게 ~하다.

22. <의사소통 기능> 길 안내

A :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병원은 있습니까?

B : 예, 저 수퍼를 오른쪽으로 돌아 조금 가서 왼쪽으로 돌

면 오른쪽에 병원이 있습니다.

23. <의사소통 기능> 전갈

A : 저녁에 스즈키 씨도 온다고 합니다.

B : 그래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A : 그렇지만, 시험 때문에 좀 늦는다고 말했습니다.

24.<의사소통 기능> 주문(물건 사기)

A : 나는 도시락과 녹차로 하겠습니다.

B : 그럼, 나도 같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겠

습니다.

25.<의사소통 기능>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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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말 날씨가 좋군요.

B : 그렇군요. 하지만 좀 추운데요.

<보 기>
-

(1) 도쿄도 겨울은 춥습니까?

(2) 이제 곧 겨울이니까요.

(3) 예, 추운 편입니다.

26. <의사소통 기능> 의사표시/예정

A : 내년 여름 방학에 일본에 가려고 생각합니다.

B : 그래요? 나도 가고 싶습니다.

行く　つもりです 갈 생각입니다.

27. <의사소통 기능> 의뢰

“ 싸다! 컴퓨터 2만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주세요.”

 (오전 7시~11시) 다나카

28. <문화>

◦ 일본에서는남의집을방문할때흔히갖고갑니다.

◦ 여행갔을때그곳의유명한것을사옵니다.

タクシー 택시, たたみ 다타미, ちかてつ　 지하철, おみやげ 선물(특산물)

おしょうがつ 설날

29. <문화>

A : 일본은 자전거가 많군요.

B : 예,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면서 타거나 치마를 입고

타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A :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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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문화>

A : 지금, 일본은 한류 붐입니다.

김상,「사마 사마、사마、사마」란무엇인지압니까 ?

B : 아뇨,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죠? 그것?

A :「욘사마」입니다.

B : 어째서요?

A :「사마」가　　　　　있으니까 「욘사마」입니다 .하하하.

ひとつ　ふたつ　みっつ　よっつ　いつつ　むっつ　ななつ　やっつ　ここのつ　とお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