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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영역 농업기초기술과목 해설지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② ③ ⑤ ③ ② ④ ① ③ ③ ④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④ ② ④ ⑤ ③ ⑤ ① ⑤ ② ③

문  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  답 ⑤ ① ① ④ ④ ④ ① ② ⑤ ③

[해설]

1. [정 답] ②

   [해 설]

 문자에서 의 발음과 표기를 확인하는 문제.

손님(お客)이라는 おきゃく 와 전차(電車) でんしゃ 의 읽기를 통하여 요음의 발음

과 표기를 확인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글자의 크기에도 유의하자. 정답은 2

번

2. [정 답] ③

   [해 설]

   가타카나 어휘 표기에서 장음의 발음과 표기에 특히 유의하자. 직접 발음을 하면서 무

조건 외울 것. 정답은 가타카나의 장음 표기인 3번.

3. [정 답] ⑤

   [해 설]

  발음에 있어서 길이, 즉 박자에 유의하기. 요음, 촉음, 발음, 장음을 각 한 박자로 읽

는 것을 기억하고 박자 수에 주의한다. 

따라서 a 高校 는 こうこう 로 4박자, b 授業는 じゅぎょう 로 3박자 c 醫者는 い

しゃ 로 2박자가 되므로 박자가 짧은 낱말부터 순서대로 배열한 것의 정답은 5번

이 된다.

4. [정 답] ③



   [해 설]

    해석하면 ‘그녀는 나에게 있어서 매우     한 사람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가 된다. 

따라서     에 들어갈 표현으로는 ‘소중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적당하다. 

선택지의 단어를 풀이하면 

1번 まじめ-성실함, 2번 りっぱ-훌륭함, 3번 たいせつ- 소중함. 4번 にぎやか-번

화함. 5번 ゆうめい-유명 이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된다. 

5. [정 답] ②

   [해 설]

  기본적인 어휘능력을 확인하는 문제.

먼저 문제가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것에 주의해서 지문해석을 해보면 

A 저기, 야마다 씨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B     입니다. 

가 되므로 선택지의 단어를 풀이하면, 

1번 あそこ-저곳. 2번 あさって-모레. 3번 ぎんこう-은행 4번 しょくどう-식당. 

5번 としょかん-도서관 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어디라는 장소를 묻는 것이므로 대화에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의 

때를 나타내는 단어인 あさって-모레 가 정답이 된다. 

6. [정 답] ④

   [해 설]

  그림의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수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웃고 있다 라는 표현을 찾아야 

된다. 동사 라는 およぐ 와 웃다의 わらう를 알고 각 동사의 종류에 따라 활용

하여 -하고 있다의 -て いる를 접속하는 표현을 찾으면 된다. 

보기의 표현을 풀이하면  

a울다 なく(1류활용동사)에서 어미 활용 ~く→いて いる가 되어 ないて いる　

b수영하다 およぐ(1류활용동사)에서 ~ぐ→いで いる가 되어 およいで いる. 

c앉다 すわる(1류활용동사)에서 ~る→って いる가 되어 すわって いる. 

d웃다 わらう(1류활용동사)에서 ~う→って いる로 활용하여 わらって いる 가 된

다.

따라서 정답은 b,d인 4번이다.  

7. [정 답] ①

   [해 설]

  먼저 지문을 해석하자



‘A:여기서 헤어져야겠네. B: 그렇군요.            잊지 않을께. 잘가.’

그리고 선택지에 제시된 단어들과 지문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에 들어갈 표현

은 ‘언제까지나 자네(너)에 대해서는’ 이라는 표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

야 한다. 

언제까지나 라는 표현은 언제いつ와 까지まで에 강조의 ~나로 해석되는 も를 연결

한 いつまでも　가 되고 자네, 너 의 君(きみ) 그리고 ~에 관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の こと를 연결하는 정답 1번이 되겠다. 나머지는 단어의 구성이 앞뒤 바르지 않

게 되었음을 잘 확인하자. 

8. [정 답] ③

   [해 설]

  문제를 잘 읽자. 빈칸에 들어가는 글자로 만든 낱말의 반대어를 찾는 것. 

지문을 해석하자.

첫 번째 문장. 

거기를 오른쪽으로 돌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로 (a)에는 ~면에 해당하는~と를 찾

고, 

두 번째 문장. 

책방 앞에서 세시에 만나자 로 만나다 라는 会(あ)う(1류활용동사)의 의지. 권유형

의 활용인 ~う→~お＋う형인 会おう 가 되므로 (b)는 お.

세 번째 문장. 

아직 전기가 켜져 있습니다. 로 켜지다 라는 단어 つく(1류활용동사)에서 ~く→~い

て 로 활용하여 (c)는 い 가 들어간다. 

따라서 만들어진 단어는 とおい(멀다) 가 되고 그 반대어는 ちかい(가깝다)가 되므

로 정답은 3번.

나머지 선택지 해석 1번 맛있다. 잘하다. 2번 좁다. 4번 빠르다. 이르다. 5번 짧다. 

9. [정 답] ③

   [해 설]

*지문 해석

A: 선생님. 이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B:      입니까?

A: 여기(이곳)입니다만..

*선택지의 단어들을 풀이하면

1.어떻게 2. 어느 3. 어느 것 4. 어느 분 5. 어떤 이 된다.

따라서 지문과 선택지의 단어들을 연결해서 알맞은 표현은 3번 どれ 어느것이 된다

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10. [정 답] ④

    [해 설]

  식* .

나쁜 일은 하지 않는다. 나쁜 것은 (A)말하지 않는다. 나쁜 것은 (B)듣지 않는다.

가 되므로 동사의 기본형을 알고 각 동사 종류에 따라 부정형을 확인하라는 문제.

(a)는 말하다 言(い)う(1류활용동사)에서 ~う→わ＋ない 로 활용하고 (b)는 듣다 의 

聞(き)く(1류활용동사)에서 ~く→~か＋ない 로 활용하여 정답은 4번이 된다. 

11. [정 답] ④

    [해 설]

   *지문해석

 일본어   중국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방은 무겁지    가볍지    않습니다. 

해석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도 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은 단순한 ~도 라는 ~も를 확인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형용사의 

부정활용에서 흔히 이중부정(부정을 두 번 한다)이라고 하여 ~지도 ~지도 않다 라

는 형. 즉 부정의 활용법인 어미 ~い→~く＋ない 의 활용에서 ~지도 않다 라는 ~

도 에 해당하는 も를 찾자. 따라서 정답은 4번 も이다. 

12. [정 답] ②

    [해 설]

 먼저 지문A를 해석하면, ‘환영회 다음주 수요일은 어때?’

보기의 문장들을 확인하자. 

a 자, 목요일은 어떨까. b 미안. 수요일은 좀 상황(형편)이 나빠서. c 다음주는 월요

일 밖에 갈수 없어.

가 되므로 순서대로 배열하면 b - a - c 가 되어 정답 2번이 된다.

 

13. [정 답] ④

    [해 설]

 *지문해석

A:어떤 방을 찾고 있어요?

B:가족도 오기 때문에 넓지 않으면 안된다. 또 조금이라도 싸다면 기쁘겠는데..

즉, 넓어야 하고 가격이 싼 방을 구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된다. 

활용으로는 형용사의 부정형과 가정형을 확인해야한다. 



넓다 ひろい→ひろくなければ（넓지 않으면)

싸다 やすい→やすければ(싸면)

14. [정 답] ⑤

    [해 설]

  *

A: 어서 오십시오.

B: 저기. 이 옷. 금요일까지           .

A: 네. 알겠습니다. 

*선택지 풀이. 

1번은 빌려주다 라는 かす 의 ます형. 2번은 빌리다의 かりる의 ます형. 3번은 만

들다つくる의 ます형. 4번은 쉬다 やすむ의 ます형. 5번은 부탁하다라는 ねがう를 

기본으로 お＋ます형＋できる 의 표현으로 부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15. [정 답] ③

    [해 설]

  *지문해석

A:                     .

B; 아니오, 괜찮습니다. (けっこう; 충분함. 만족함)

*선택지 풀이

1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2번. 어제 몇 시간 잤습니까.

3번. 차라도 낼까요

4번. 타무라 씨에게 전화했습니까.

5번. 영화는 재미있었습니까. 

따라서 B의 대답에 맞는 A는 뭔가를 권하는 상황의 표현으로 정답 3번이 된다. 

차를 끊여내다 라는 표현의 おちゃを いれる를 알자.

16. [정 답] ⑤

    [해 설]

  *안내문 해석

배우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가르치니까 초보자(처음인 사람)라도              .

*계속해서 선택지를 풀이하면



1번은 서툼 이라는 へた의 공손한 표현 서투릅니다. 2번은 알다라는 知(し)る의 공

손한 부정형으로 모릅니다. 3번은 시작되다 의 始(はじ)まる의 공손형 시작됩니다. 

4번은 유감이란 뜻의 ざんねん의 공손형. 5번은 괜찮음이라는 だいじょうぶ의 공손

형이 되므로 밑줄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5번 괜찮습니다 가 된다.  

17. [정 답] ①

    [해 설]

*지문해석

마에다: 한국, 야구 세군요.

박: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마에다: 그래도, 요전에 2-0으로 일본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박: 그 때는 운이 좋았을 뿐이예요.

정답은 1번이다. 

세다, 강하다의　つよい. 이기다 라는 勝(か)つ의 과거형. 그리고 좋다인 よい의 과

거형에도 주의하고 풀이를 확인하자.

18. [정 답] ⑤

    [해 설]

  *

A; 무슨 일입니까. B; 사실은 배가 아파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

따라서 밑줄에는 먹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보기를 보자.

a 는 먹다 たべる의 공순한 부정형으로 먹지 않습니다 로 해석하고. 

b 는 마시다의 のむ의 공손한 부정형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가 된다.

c 는 먹다 たべる를 ~て형으로 활용하고 있다의 いる를 접속하고 다시 부정형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현재 먹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정답이 된다. 

d 역시 のむ가 のんで로 활용하고 역시 있다 의 부정형을 받은 것으로 마시고 있지 

않습니다 가 되어 정답이다. 따라서 선택지의 정답은 5번이다.  

신체용어에서 おなか가 배를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고, 그 외 주요 신체용어와 아프

다라는 いたい도 꼭 기억하자. 

19. [정 답] ②

    [해 설]

  *지문해석

이것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다리 부분은 물고기입니다. 머리카락이 길고 이쁩니



다. 그리고 노래를 잘합니다. 

지문에서 잘하다, 능숙하다라는 단어 上手(じょうず)だ를 기억하고 앞에는 ~을,를 

로 해석이 되지만 조사 が가 온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하자. 또한 앞의 18번과 같

이 신체용어도 같이 기억하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며, 형용사 어휘 ながい길다. 

きれいだ 예쁘다 의 활용도 다시 확인하자.

정답은 2번이다. 

20. [정 답] ③

    [해 설]

  *

타로우: (상대방의) 누나는 아직 학생이지요.

하나코: 아니오. (우리) 누나는 올해 졸업했습니다. 

*가족 호칭에 있어서 나의 가족을 남에게 말할때의 표현과 상대편의 가족을 높여 

부르는 표현을 알아두자. おねえさん은 상대편의 언니나 누나를 높이는 표현, あね

는 자기의 언니나 누나를 남에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

다. 

21. [정 답]  ⑤

    [해 설]

*말 풍선 해석하자.

봐봐, 이거           한 초밥이네.

그렇구나.

*선택지풀이

1번. 맛있다. 2번 맛있을 거 같은. 3번, 맛있다고 하는 4번, 맛있을 것 같은

5번, 맛있지 않다.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조동사 そうだ의 용법에서 동사의 ます형. 형용사의 어간에 

연결하여 상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맛있어 보이는 초밥을 보면서 이

거 맛있을거 같다라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3번은 そうだ가 종지형에 연결하여 

전하여 듣는다는 傳聞을 나타내므로 바르지 않다. 조동사 ようだ도 다시 확인해보

자.

22. [정 답]  ①

    [해 설]

*지문해석

우리 집에는 포치라고 하는 개와 타마라고 하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포치는 밝아서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와 함께 자주 산책을 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

다. 그렇지만 타마는 집에 있는 쪽을 좋아합니다.  포치와 타마는 나의 좋은 친구입

니다. 

문제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하기도 하고 라는 ~たり~たり의 활용을 잘 기억해서 활용하라. 

23. [정 답] ①

    [해 설]

*지문해석

A; 지난번에는 정말로 신세를 졌습니다. B; 아니오.

*정답은 1번 감사가 된다. 

신세를 지다 라는 お世話(せわ)に なる 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자.  

24. [정 답] ④

    [해 설]

*지문해석

타나카: 어, 스즈끼씨가 아닙니까?

스즈끼: 아아, 타나카씨.            .

타나까: 건강하십니까.(잘 지내십니까)

스즈끼: 네. 덕분에요.

*선택지 해석

1번 안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의 의미.

2번, 처음 뵙겠습니다. 

3번, 죄송합니다만, 

4번, 오래간만입니다. 

5번, 열심히 하세요. 

대화의 내용은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를 묻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위 선택지의 표현들은 그대로 외워서 사용해보자. 

25. [정 답] ⑤

    [해 설]

*지문해석

A:여행은 어땠습니까.

B:추워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눈 축제도 볼 수 있었고,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A;사람들은 많이 왔습니까.

B; 아주 많았습니다. 

춥다의 さむい.대단하다, 힘들다 라는 뜻의 たいへんだ. 멋있다의 すばらしい.많다 



おおい등의 형용사활용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이다. 

문제가 알 수 없는 것을 찾으라는 것에 유의하고, 정답은 5번.

26. [정 답] ④

    [해 설]

*지문해석

A;저기, 내일 찾아 뵈도 괜찮을까요.

B;글쎄요. 2시정도라면 괜찮아요.

A;그러면 2시에                .

*선택지 풀이하자.

1번, 가다 いく의 공손 부정형으로 가지 않습니다. 

2번, 말하다 라는  言う의 겸손한 표현 もうす의 공손형

3번, 기다리다의 待つ를 활용하여 お＋ます형＋します 의 형으로 겸손형이 되어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해석. 

4번, 묻다, 듣다, 방문하다의 겸사말인 うかがう의 겸사말로 찾아뵙겠습니다 로 해

석되어 4번이 정답이 된다. 

5번,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석.

27. [정 답] ①

    [해 설]

*지문해석

나카무라; 저기, 동생은 몇 살이야?

김: 나보다 두 살 아래인데요.

나카무라: 그럼, 김씨가 22살이니까        이네.

*선택지풀이

1번, はたち 20세. 2번,はつか 20일. 3번, 1일. 4번, 21. 5번, 23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1번과 2번의 표현들은 따로 반드시 외우고 3번의 단어와 이어서 달력의 1일부터 

10일까지의 일본 순수 표현은 반드시 기억하자. 

28. [정 답] ②

    [해 설]

*지문해석

남에게 말을 걸때 한국에서는 저기요. 아저씨 등의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남이 짐을 들어 주었을 

때에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선택지 풀이

1번은 조심하세요-특히 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

2번은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또는 상황에 따라서 고맙습니다 로도 해석하므로 정

답은 2번이다.

3번은 헤어지는 상황에서 조심하라는 인사말.

4번은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쓰는 표현으로 계십니까 로 해석

5번은 실례합니다. 

29. [정 답] ⑤

    [해 설]

단어확인하면

　　おやすみ

　　どうもありがとう

おめでとう

가 되어 すもう 가 만들어 지므로 정답은 5번이다. 

30. [정 답] ③

    [해 설]

*지문해석

 돈을 빼앗깁니다.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동경의 치요다구와 시나가와구등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정답을 찾는 요점은 두 번째 지문이다. 담배를 피우다 라는 たばこ

をすう 라는 표현을 기억하자.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 ~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て

は

 いけません의 표현도 반드시 기억하자. 

첫 번째 지문お金(かね)を 取(と)られます에서 とる는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하다 , 뺏다의 뜻으로 풀이하여 수동형으로서 뺏기다 라고 해석을 한다. 즉, 벌금

을 내다의 의미가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