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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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음 및 문자
1. 가타카나 표기의 이해
정답해설 :

(a)オレンジ

(b)スカート (c)ケータイ
정답 ③

2. 일본어 표기 이해
정답해설 :
①이름은 가타카나로 씁니다.(カタカナ）
②숙제는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③신호가 빨강에서 파랑으로 바뀌었다.（しんごう）
④주스는 냉장고에 있다.（れいぞうこ）
⑤현관문을 닫아 주세요. （げんかん）

②
3. 한자 표기의 이해
A:일요일에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B:항상 수영장에 갔다 옵니다.
정답해설: 普通(ふつう）:보통, 通う(かよう）：다니다
정답 ②
4．부사의 이해
◦잠시 기다리세요.
◦옛날 일은 벌써 잊었습니다.
정답해설 : もう(벌써, 이미, 더), ずっと(쭉, 훨씬) もっと(좀 더)しばらく(잠시, 오래
간만)すっかり(완전히, 몽땅)
정답 ①
5．동사의 이해
정답해설 : やむ(止む): 멎다, 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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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멎고 나서 나갔습니다.
◦ 피아노 소리가 그치고 조용해졌다.

[6~10] 문화
6. 일본 문화 이해하기
이것은 옛날에는 안에 불을 넣어 따뜻하게 했던 물건이지만 지금은 불 대신에
보통 전기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거나 합니다.
정답해설 :
① ふうりん 풍경
백을 모시고 메고 가는) 가마

② ちょうちん 초롱(불), 제등
④ だるま

③ おみこし（마츠리때 혼

⑤こたつ
정답 ⑤

7. 인사말의 이해
김○○: 선생님 오늘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ごくろうさまでした）.
선생님: 도와줘서 고마워요. 김○○씨도 힘들었죠. 하지만 김○○씨, 손윗사람에
게는 대개 「수고하셨습니다(おつかれさまでした)」라고 말합니다.
김○○: 아, 죄송합니다. 그럼 수업이 끝났을 때도 선생님에게 「수고하셨습니다
(おつかれさまでした)」라고 말하나요?
선생님: 뭐 안 쓴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①선생님은 김○○에게 도움을 받았다
②김○○는 선생님에게 ‘수고하셨습니다(ごくろうさまでした）’라고 말했다
③손윗사람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ごくろうさまでした）’라고는 거의 하지 않는다
④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학생에게 ‘수고하셨습니다(おつかれさまでした)’라고 한다
⑤수업 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도 말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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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도의 이해
차가 나오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찻잔을 왼손에 놓고 오른손으로 오른 쪽
으로 2번 돌립니다. 한 번에 전부 마시지 않고 조금씩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댄 곳을 오른손 손가락으로 닦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두 번 돌리고 나서 다다
미바닥 위에 둡니다.

정답 ②
9. 기모노의 이해
옛날에는 기모노라고 하면 입는 것을 말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본전통의상을 의
미하게 되었다. 기모노는 혼자서 입는 것은 어렵고, 시간도 걸린다. 게다가 가격
도 비싸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별로 입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시치고산, 졸업식 등, 무언가 축하를 하는 날에는 지금도 입는 경우가
있다.
①옛날에는 와후쿠(일본전통의상)라고 말했다.
②무언가를 축하하는 날에는 반드시 입는다.
③혼자서 입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④최근에는 보통 때에는 그다지 입지 않는다.
⑤가격도 비싸지 않고 입는데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정답 ④

10. 연중행사의 이해
◦ 한국의 추석과 비슷합니다.
◦ 여름에 있는 행사로 가족이 모여서 성묘를 합니다.
정답해설 : 오본(おぼん)은 추석과 비슷한 명절로 13일에 집에 조상의 영혼을 맞이
하여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의 명복을 빌고 16일에 보내드리는 행사이다.
정답 ①

[11~26] 의사소통 기능
11. 게시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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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이 선생님으로!
좋아하는 수업을 좋아하는 만큼!
이번 여름 마을의 어른들이 선생님이 되는 학교가 열립니다. 제과점주인, 꽃집
주인 등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이 되실 여러분, 이 교실에서 미래의 꿈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을 초대하여 와 주세요. 어른들인 선생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 2016년 8월5일(금)부터 7일(일)까지 (14:00~16:00)
◦어디서 : 미나미 초등학교 체육관
※ 자세한 내용은 미나미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미나미 초등학교
①교실은 3일간 열린다.
②수업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③마을의 어른들이 선생님이 되어 준다.
④학생은 좋아하는 수생을 받을 수 있다.
⑤제과점주인은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배운다.

정답 ⑤

12. 대화내용의 이해
야마다: 요즘에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야.
. 건강 조심해.

하야시: 아 그러니,
야마다: 고마워.
①역시 서투르구나

②꽤 있었다고 하더구나 ③그렇게나 바쁘구나

④꽤 귀여운 것 같구나 ⑤과연 건강한 것 같구나
정답 ③

13. 제안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相談にのる’는 ‘상담에 응하다’라는 의미로 안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는 말을 ‘~てもいい’라는 허가표현을 사용하여 ‘相談にのってもいいよ’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안나: 동아리활동 때문에 고민이야.
사야카: 그래? 왜? 나라도 괜찮다면

.

안나: 정말? 고마워.
①상담하고 싶은데 ②여쭤봤으면 해 ③상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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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담해줘도 좋아(상담해 줄 수 있

는데) ⑤여쭈어 받고 싶은데
정답 ④
14. 포스터의 이해
내가 움직이니까 모두 가만히 있어!
①걷지 말아주세요 ②왼편에 서 계세요

③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④멈추면 내려주

세요 ⑤한 가운데에 서있지 말아주세요
정답 ①
15. 대화의 내용의 이해
박○○：여보세요, 사쿠라은행의 박○○입니다만, 다나카씨 계십니까?
나가야마：_________________. 다나카는 지금 외출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①틀립니다

②무슨 일입니까

③안계십니다 ④그렇지 않습니다 ⑤죄송합니다.
정답 ⑤

16. 글의 내용의 이해
To 가나코
Subject

우에무라 노리코입니다.

가타코씨
오랜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 10월에 결혼합니
다. 누구보다도 빨리 가나코씨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와주실 거지
요? 나중에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기분 좋은 대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에무라 노리코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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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글의 순서의 이해
아키: 이 영화 봤어?
미카: 아니,
아키: 무섭지만 재미있대.
미카: 정말? 난
아키: 아, 잘됐다. 그럼
미카: 좋아.
a. 함께 볼까?

b. 무서운 거 무척 좋아해

c. 아직 안 봤는데
정답 ⑤

18. 옛날 이야기의 이해
옛날 쥐 가족이 있었습니다. 쥐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가장 강한
사위를 찾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해님을 찾아갔습니다.
a. 바람에는 지거든.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b. 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쥐에게 먹히면 끝이니까.
c. 구름만큼 강하지 않아. 구름이 있으면 나는 보이지 않게 되지.
d. 벽을 이길 수는 없어. 벽이 있으면 나는 지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쥐의 딸은 쥐와 결혼하였습니다.
정답 ③
19. 대화문의 이해
민: 오늘은 식사까지

.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카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①사 주어서 ②사 받아서 ③ 사 주셔서 ④대접해버려서

⑤대접받아서

20. 권유표현의 이해
류 : 역 앞에 새로 라면집이 생겼는데, 괜찮다면 함께
나나미 : 응, 가자 가자.
a. 안 갈래

b. 가보지 않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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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보고 싶지 않니

21.

안내문의 이해
나츠코:

(a)

? 안색이 안좋네.

지나: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도 있어서…….
나츠코:

(b)

좀 저기에서 쉬면 어때?

지나 : 그렇게 할까.
①(a)왜그래?

(b)안되겠네

②(a)괜찮아? (b)틀림없이 잘 될거야

③(a)무슨 일 있었어? (b)천만에 ④(a)왜 그렇게 하니? (b)그건 미안해
⑤(a)어디가 불편하니? (b)힘들겠다
정답 ①
22. 자기소개 표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①일을 하시는

②근무하시는

③함께 하는

이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④출발할 예정인

⑤일하게 된
정답 ⑤

23. 게시문의 이해
개를 찾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 8월28일(일) 저녁때 미도리 공원의 화장실 앞에서 없어졌습니다.
◦ 2살 된 치와와로 남자입니다.
◦ 노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꼭 연락해주세요. ☎03-XXXX-1234 / 기무라 켄타
정답 ④
24. 글의 내용의 이해
짬뽕은 나가사키에서 생긴 요리이다. 한국에서도 자주 먹는 요리인데 일본 짬뽕
은 색깔이 하얗고 맵지 않다. 1900년경, 일본에 살고 있던 중국인이 일본에서 공
부하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싸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만든 것이
시초이다. 고기와 야채 해산물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만들어서 중국어로 '섞
다'는 의미인 '짬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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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나가사키에서 중국인이 만든 것이다.
②한국의 짬뽕은 색이 하얗고 맵지 않다.
③중국인이 일본인을 위해서 만든 요리다.
④한국요리와 비슷해서 '짬뽕'이라고 불리운다.
⑤중국요리를 먹고 싶어한 학생을 위해서 만든 요리이다.
정답 ①
25. 방문표현 이해
. 소바집에서 왔어요.

배달원:

집주인: 네 지금 문 열어드릴게요.
a. 실례합니다.

b. 실례하겠습니다.

c. 계십니까

d. 실례하겠습니다

정답 ①
26.

대화상황의 이해

환자친구: 이제 슬슬 갈게.
환자: 고마워
①다녀왔습니다

②환영합니다 ③몸조리 잘해 ④덕분에 ⑤다녀오세요
정답 ③

[27~30] 문법
27.

조건표현의 이해

소라: 아 큰일났다. 집에 가야해.
에리: 그래?

역까지 바래다 줄게.

소라: 고마워. 그럼 부탁해
정답해설 : 'AならB'는 B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A에 해당한다. 돌아가는 것
을 조건으로 하여 '~라면'으로 해석되는 'なら’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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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조사의 이해
a. 그는 비속을 뛰었습니다.
b. 마츠리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c.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할테니 시간을 주세요.
정답 ③
29. 동사의 활용
버리는 사람 줍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

정답해설 : すてる(버리다), ひろう(줍다)
①ふる(降る)

②うる(売る)

③きる(切る)

④くる(来る)

⑤とる(取る)
정답 ②

30. 문장표현의 이해
a. 개가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b. 잊지 않기 위해 주의합시다.
c. 이 돈으로는 생활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답해설 :
a. 다음과 같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こと가 쓰이지 않고 の만 쓰인다.
(1)～のが(を) + 감각 동사(聞こえる, 聞く, 見える, 見る 등)
• となりの 席の 人が 話して いるのが 聞こえた。(옆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이 들렸다)
(2）～のを + 동작 동사(手伝う, 待つ, やめる 등)
• ここで 田中さんが 来るのを 待ちましょう。(여기서 다나카씨가 오는 것을 기다립시다)

b. 목적을 나타내는 '~하기 위해서'의 'ために' 의 뒤에는 의지, 의뢰, 권유, 명령표
현은 오지 않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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