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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어휘

1. カタカナ

  ハンカチ　 パソコン 　 アニメ

정답해설 : カタカナ의 표기. 손수건, 컴퓨터, 애니메이션             정답 ③

2. 표기 

① 매일아침 우유를 마십니다. 
② 해가 점점 짧아 집니다. 
③ 이 카메라는 76000엔입니다.
④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출구가 있습니다. 
⑤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답해설 : 올바른 표기는 ①ぎゅうにゅう　③ななまんろくせん　④でぐち　⑤ホーム
ステイ　이다. 
           정답 ②
                                                                 
3.　한자의 조합 

 나는 (a)어른이 되고나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그것은 세계의 보기 드문 (b)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정답해설 : (a)大人 (b)切手　
　　　① たいせつ　② おんがく　③ てがみ　④ きっぷ　⑤ にんぎょう
 정답 ①

4. 어휘
정답해설 :  ①さかな　②かさ　③なまえ　④なか　⑤こえ
      정답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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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의어 

◦다나카씨는 돈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런 세세한 것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정답해설 : こまかい는 다의어로 ‘잘다, 세세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①잘다, 세세하다  ②바르다   ③작다  ④상냥하다 ⑤재미없다     정답 ①
                                                      

                                

[6~9] 일본문화 

6. 일본문화 이해하기 

옛날부터 일본인은 ‘꽃이라고 하면 벚꽃’이라고 할 정도로 사쿠라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봄이 되면 꽃구경을 갑니다. 꽃구경을 할 때는 가족과 친구, 회사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합니다. 꽃구경을 하기에 좋은 장소를 잡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부터 그곳에서 묵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답해설 : ①일본인은 봄방학이 되면 꽃구경을 하러 간다 ②꽃구경을 위해서 회사 
사람과 노래연습을 한다. ③옛날의 일본인은 지금보다 벚꽃을 좋아했다 ④꽃구경을 
하기에 좋은 장소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 ⑤친구들은 꽃구경의 전날부터 집에서 묵기
도 한다. 
                                                                 정답 ④
                                        
 
7. 일본문화 이해하기 

 일본어에는 애매한 말이 많다. ‘좋다’도 그 하나이다. 예를 들어 ‘차 한잔 더 어
때?’라고 누가 물으면 ‘아, 좋아’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마시고 싶다’의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제 됐어’라고 대답하면 이번엔 ‘마시고 싶지 않다’가 된다. 이렇게 
하나의 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네요’나 ‘이제’등을 붙
이면 전달하고 싶은 것이 더욱 확실해 진다. 

정답해설 : ‘いい’는 경우에 따라 상반된 의미로도 쓰여 애매한 표현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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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의 도시락문화 이해하기

 일본에는 여러 가지 도시락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역이나 전철 안에서 팔고 있는 
도시락을 ‘에키벤’이라고 한다. 에키벤의 역사는 130년이나 되고, 지금은 다양한 
것이 나와 있다. 에키벤은 보통 그 지방의 채소와 생선, 고기 등으로 만들기 때문
에 무척 인기가 있다. 그 중에는 그곳에서 밖에 살수 없는 것이 있고, 그 때문에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답해설 : ① 지방에 따라 다양한 에키벤이 있다 ② 에키벤은 생선과 고기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③ 여행하는 사람이 만드는 도시락을 에키벤이라고 한다 ④ 에키벤의 
역사는 아직 100년이 되지 않는다 ⑤ 지방에서 생산된 채소는 무척 인기가 있다
                                                     정답 ①

9. 일본문화 이해하기 

 김  : 선생님 일본인의 성씨는 30만개 가까이 있다고 하는군요.
선생님: 그래. 그래서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다지 없어. 
        게다가 성씨만으로 불러도 대체로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거든. 
 김  : 그렇습니까. 그러고 보니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남성의 성씨로 바  
       뀌지요.
선생님: 거의 그렇지만 그 반대도 있어.  

정답해설 : ① 여성은 성씨만으로 부르거나 하지 않는다 ② 성이 바뀐 사람이 매년 
30만명 가까이 있다 ③ 결혼으로 남성의 성씨가 바뀌는 일도 있다 ④ 자신과 다른 성
씨의 사람과는 그다지 만나지 않는다 ⑤ 결혼하면 여성의 성씨는 반드시 바뀐다. 
                                                   　　          정답 ③

[10~25] 의사소통기능

10. 전화표현

여성 1 : 안녕하세요. 외출하시나요? 
여성 2 : 네. 잠깐 저기에요.

정답해설 :　① 외출하시나요? ② 무슨 일 있어요? ③ 지금 귀가하시나요? ④ 어디로 
나옵니까?  ⑤ 형편은 어떠세요?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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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의 내용이해 

오오노: 저 사과와 배를 두 개씩 그리고 수박도 1개 주세요. 
점원 : 네, 전부 1500엔입니다. 
오오노: 자, 이걸로.
점원 : 거스름돈 500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답해설 : ① 오오노는 과일을 사고 있다 ② 사과보다 배가 비싸다 ③ 점원은 오오
노에게 잔돈을 내주었다 ④ 오오노는 점원에게 1500엔을 지불했다 ⑤ 오오노는 수박
은 1개밖에 사지 않았다                                 정답 ②
                                                   

12. 허용표현 

의사 : 나카야마씨, 축하합니다. 완쾌하셨어요. 약은 오늘부터 ____________.
나카야마 : 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의사 : 그렇지만 앞으로도 조심하는게 좋아요. 

정답해설 : ① 나오지 말아주세요 ②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③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④ 마셔도 좋습니다 ⑤ 지워도 괜찮습니다 ‘약을 먹다’는 ‘薬を飲む’이고, ‘~해도 좋
다’는 ‘~ても　いいです＇이다.  

              정답 ②

13. 부탁 표현  

아빠 : 오늘 엄마 몇시에 도착하니? 
딸   : 5시에 도착한대 
아빠 : 그럼 역까지 마중나간다고 전화                     
딸   : 응 알았어.                      

정답해설 :  ‘전화를 걸다’의 동사는 ‘いれる・かける・する’에 해당한다. 
                                                                  정답 ④

14.안부 묻기  

토모에 : 버스           . 그러면 비행기 시간에 맞게 갈수 없을지도 모르겠어.  
켄지 : 그렇군요. 택시 잡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토모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해설 :  ① 꼭 올거에요 ② 마침 왔습니다 ③ 좀처럼 오지 않는군요 ④ 똑바로 
가는군요. ⑤ 아직 가있지 않아요.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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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택하기 

 A: 동아리 결정했어? 나는 야구부로 할 생각인데. 
 B: 야구부는 연습이 너무 힘들대. 
 A: 정말이야? 그럼 축구부로 바꿀까.
 B: 그래? 난 사진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A: 아 그것 좋네. 정했어. 나도 그렇게 할래. 

정답해설 : ‘ぼくも’라고 한 것을 보면 같은 사진부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16. 포스터 이해하기 

 마시면 타지 않는다 

정답해설 :  ‘飲んだら乗らない’ 즉 음주운전 금지포스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17. 사과표현 

A: 저, 어제는 감기로 갑자기 쉬어서 무척____________.
B: 아니야. 빨리 좋아지면 좋겠다. 

정답해설 : a. 유감이었습니다 b. 수고많았습니다 c. 폐를 끼쳤습니다 d. 죄송했습니
다                                                             정답 ⑤
                             

18.  동사의 쓰임 

무라카미 : 요시다씨, 지금 괜찮아? 이 테이블 함께 저곳까지___________?
요시다 : 네 좋아요. 
무라카미 : 감사합니다. 

정답해설 : ① 돌아왔으면 하니? ② 이사해줄래? ③ 운반해 줄래? ④ 건네받을 수 있
을까?  ⑤ 움직일 수 없을까?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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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사표현

 학생 : 선생님 그것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 아, ________. 그럼 부탁하지. 

정답해설 : ① 미안해   ② 환영해요   ③ 좋지 않다    ④ 잘 완성됐다   ⑤ 터무니 
없다
                                                               정답 ①

20. 헤어짐과 만남 

A: 오랫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B: 저야말로요. 언젠가 다시 _______________.
A: 그래요. 그럼 건강하세요. 

a. 만나뵐수 있다면 좋겠군요
b.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c.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요. 

정답해설 : 사람을 만나는 경우 동사는 会う로 표현한다.        
                                                   정답 ①

21. 내용의 이해 

 ※ 주의사항
●세탁은 하지마세요.
●탕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몸은 탕의 밖에서 씻읍시다. 
●주변 사람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합시다. 

정답해설 : ⑤의 그림은 탕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행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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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글의 내용

우리집에는 개가 1 마리 있다. 초등학생 때, 아빠가 데리고 왔다. 나는 레오라고 
이름을 짓고, 매일 함께 놀았다. 레오를 돌보는 일은 항상 나였다. 지금은 나도 대
학생이 되고 레오도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나는 레오를 남동생처럼 소중하
게 생각하고 있다. 언제까지라도 건강하길 바란다. 

정답해설 : ① 아빠가 개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 ② 남동생은 매일 레오를 돌보고 있
다 ③ 나는 항상 남동생과 함께 논다 ④ 아빠는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  ⑤ 
나는 레오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정답 ⑤

                                        

23. 도표의 이해  

 학교생활에서 즐거운 것 
친구와 놀기 /  동아리 / 수업  / 선생님과 이야기하기 

정답해설 : ①학생은 동아리를 가장 즐겁게 생각하고 있다 ②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수업을 즐기고 있다 ③중학생은 수업보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④학교
생활에서는 친구와 노는 것이 무엇보다 즐겁다 ⑤고등학생은 친구와 노는 것 보다 부
서활동을 좋아한다.                                                    정답 ④

24. 대화문의 이해 

 미타  :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슬슬   (a)    
 야마우치: 벌써? 좀더    (b)   
 미타  : 미안. 내일 빨리 일어나야해. 또 놀러올게.

정답해설 : ① 일어나지 않으면 안돼 / 늦게 해  ②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 천천히 
있다가 ③ 어서오세요 / 말하고 싶은데 ④ 들어가지 않으면 안돼 / 쉬면안돼? ⑤ 다
녀오세요 / 놀다가지 않을래?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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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글의 내용 이해 

 9월 17일은 나의 생일입니다. 
 파티를 합니다. 괜찮다면 와. 
 언제 : 9월20일(토) 오전 11시 
 어디서: 아키코의 집(집까지 가는 길은 카드 안을 봐줘)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도 좋아.  
                                     아키코로부터

정답해설 : 편지글 마지막의 사람이름 뒤의 より는 ~로부터 의 의미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가르킨다.  
                                                                      정답 ⑤

[26~30] 문법

26. 정도의 표현

니시가와 : 기무라씨 요리 잘하세요? 
기무라 : 특기는 아니지만 카레라이스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정답해설:  a.라면  b. 정도  c. 정도는 d. 뿐은           정답 ②
                                                                       

27. 글자의 조합 

 복도에서는 걸읍시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안녕은 웃으며 

정답해설 : 歩きましょう,　しずかに,　笑って,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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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조동사의 활용 

 ① 그는 유우코를 좋아하는 것 같다 
 ② 여동생은 과자를 받고 좋아하는 것 같았다 
 ③ 이 새 사전은 무척 사용하기 쉬울 것 같다 
 ④ 일기예보에의하면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한다 
 ⑤ 축제가 있으니까 공원은 시끌벅적할 것이다.  

정답해설 : ① 好きみたいだ ② うれしいようだ　④ 雨らしい　⑤ にぎやかなはずだ 

                                                                      정답 ③

29. 동사의 활용

힘내라! 미나미 고등학교

정답해설 : 1류동사의 명령형은 어미를 え단으로 바꾸어 활용한다. 
                   정답 ④

30. 문장 표현의 이해 

 a. 어제 문화제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b. 선생님은 식사 후에 중국 차를 마셨습니다 
 c. 막 일본에 와서 아직 일본어가 서툽니다.    

정답해설 : ‘～たところ’는 행위가 막 끝난 상황일 경우에 쓰인다. 행위를 한지 시간
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日本に 来たばかりで’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