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模試①解答例 

問題 1 次の韓国語を和訳しなさい 

①권총과 시퍼런 칼을 찬 도둑의 일당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때로는 염탐하면서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작품.  

拳銃や青みがかった刀を身につけた泥棒一味が、時には人目をくらませてこっそりお

宝を頂戴する作品。 

 

②흥미에 끌려서 무작정 뛰어들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된다. 

 興味本位に軽い気で飛び込むと生活も食うのにも困るようになる。 

 

③머리카락 한 올까지 실물처럼 사랑스럽게, 또는 야무지게 생긴 “미소녀 로봇.”    

 髪の毛一本まで本物みたいにかわいらしく、またはりりしい（さっそう/きりりと

した）「美少女ロボット」 

 

④이런 추세가 계속되어 이산화탄소 감축에 주효하면 조만간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このような傾向(勢い/流れ)が続き、二酸化炭素削減に功を奏すれば、いずれ（遅か

れ早かれ）環境にやさしいシステムに変わっていくことだろう。 

 

⑤대기중의 세제곱미터당 초미세먼지가 급중했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 미터이하로 되었다. 

大気中１㎥当たりの PM2.5が急増したため、視界が 200ｍ以下になった。 

 

⑥무조건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やみくも/むやみに木を植えまくるのではなく、長い目/スパンで見ていく必要がある。  

 

⑦날이 갈수록 각종 소문이 돌아 국민들, 아니, 전직수상까지 헛소문에 휘말렸다. 

日増しに/日がたつにつれ色々なうわさが広まり、国民、いや、元首相さえデマに振り

回された。  

 

⑧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 정부의 방침은 변경을 거듭하였다. 

このような環境で生きていくのは並大抵の苦労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これといった

案/名案が浮かばぬ政府の方針はころころと変わったりする/朝令暮改だった。 

 



⑨정부의 답변은 횡설수설하여 이재민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일반국민들까지도 분개했다. 

 政府の答弁は場当たり的で/二転三転し、被災者たちは怒り心頭に達し、直接被害を

受けなかった一般の国民たちもかんかんに怒った。 

 

⑩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모도 많고, 이러한 

현상을 보고 결혼생활과 독신생활을 저울질하는 독신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共働きしているため、子供をかまってやれない両親も多く、このような状況を見て

結婚生活と独身生活を天秤にかける独身者も急増している。    

 

問題 2 次の日本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アトリエには、映画の資料や絵筆、描きかけの下絵などの散らばっている机が置い

てあり、宮崎監督がアイディアをひねるのに悩む姿がうかがえる。 

 화실에는 영화의 자료와 화필, 그리다 만 밑그림 등이 널려있는 책상이 놓여 

있는데, 미야자키 감독이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② 「隔世の感/今は昔」といおうか、いつの間にやらマイナスイメージの代名詞だっ

たオタクたちが作った大衆文化が、クールジャパンキャンペーンの代表格になった 

“격세지감”이라고 할까, 어느 덧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오타쿠들이 만든 

대중문화가  “쿨 재팬 캠페인”의 대표격이 되었다. 

 

③苦労した甲斐も虚しくそれこそ「骨折り損のくたびれもうけ」になってしまうこと

もありました。 

애를 쓴 보람도 없이 그야말로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④ノロノロ運転している車両や路肩でジャッキを使って車を持ち上げ、パンクしたタイ

ヤを交換している車両。 

거북이운전을 하는 차량과 노견에서 잭으로 차를 들어올려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차량. 

 

⑤唯一の長所はスピード違反で切符を切られることがないということだ。 

유일한 장점은 속도위반으로 딱지를  떼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⑥おっぱいをほしがっておぎゃあおぎゃあ泣く、生まれたばかりの赤ちゃんをあやした

り、屈託のないあどけない笑顔で眠る赤ちゃんに添い寝する。 

젖이 먹고 싶어서 응애응애 하며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달래거나  아무런 



근심없이 천진스럽게 잠자는 아기 곁에 누워  잠이 든다. 

 

⑦もう大きくなった子から子離れできない人も多い一方で、子どもを甘やかしたた

め、親の顔が見てみたいというような子供たちも少なくない。        

다 큰 아이를 끼고 사는 사람도 많은 한편, 아이응석을 너무 받아준 탓에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싶게 만드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⑧ウィルスのように目に見えぬ放射物が拡散しても日本政府は態度をはっきりさ

せず、思い切った措置をとれないでいた。 

바이러스와도 같이 보이지 않는 방사물질이 확산되었는데도 일본정부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⑨ことが事だけに、状況が極めて錯綜していたため、国会においても論議が空転する

だけで、らちがあかなかった。 

중대한 일인만큼 상황이 매우 얽혀 있었고, 국회에서의 논의는 공전을 계속할 뿐,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⑩背もたれとフットレストをもとの位置に戻し下さい。 

등받이와 발 받침대를 제자리로 해 주십시오. 

 

問題③ 次の韓国語の単語を和訳しなさい 

①실뜨기   あやとり 

②화수분   金のなる木 

③친환경 자동차エコカー 

④선인장   サボテン 

⑤인수인계  引き継ぎ 

⑥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目くそ鼻くそを笑う 

⑦곰팡이   カビ 

⑧온갖 악의 근원 諸悪の根源 

⑨연쇄충돌 사고 玉突き事故 

⑩사전답사    下見 

⑪집짓기놀이   積み木遊び 

⑫단독주택   一戸建て 

⑬주먹구구식  どんぶり勘定 

⑭선택여행   オプショナルツアー 

⑮차번호    ナンバープレート 

⑯해자     堀 

http://ko.wikipedia.org/wiki/%EA%B3%B0%ED%8C%A1%EC%9D%B4


⑰머리글자   イニシャル 

⑱팔랑개비 風車（かざぐるま） 

⑲나잇값  年相応のこと 

⑳주입식 교육 詰め込み教育 

  

問題 4 次の日本語の単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お門違い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 

②絵巻物    두루마리 그림     

③宇宙人    외계인 

④ハローワーク 구직센터  

⑤？マーク   물음표  

⑥銅山     구리광산  

⑦知らぬが仏  모르는 것이 약 

⑧酸性雨    산성비  

⑨ごみの分別収集 쓰레기 분리수거  

⑩腰かけ仕事  일시적인 일자리 

⑪母子手帳   모자건강수첩 

⑫タダより高いものはない 세상에 공짜는 없다 

⑬卒業見込みの学生  해당 연도의 졸업생/졸업예정자 

⑭ご祝儀    축의금 

⑮引き出物   답례품  

⑯添乗員    여행인솔자  

⑰シートベルト 좌석벨트  

⑱レート    환율 시세  

⑲私鉄     민간전철 

⑳吸い殻    담배꽁초  

 

問題 5 次の説明に該当する日本語の単語を書きなさい 

①족두리와 같이 결혼식에서 신부가 머리에 쓰는 흰색의 모자 ( 角隠し/綿帽子) 

②장군이 천황 대신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배치하던 무신정권(  幕府       ) 

 

問題 6 次の日本語の意味を韓国語で説明しなさい 

①コスプレ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 등으로 분장하는 것 

②萌え 어떤 캐릭터나 사물에 뭉클해진 /설레는 감정. 

 



問題 7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필자는 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생활주변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장보러 갈 때는 쇼핑백을 

지참하여 비닐봉투를 받지 않는 것부터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또 감소의 일로에 

있는 휘발유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자동차도 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이재민들도 적지 않는 것을 알게 된 후 동경에서 흥청망청 쓰고 

있는 전력에는 희생자가 따른다는 사실에 대해 “나 몰라”할 수 없었고 또 뭔가 

죄책감을 느꼈다.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 맘을 먹고 태양열 발전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열 발전에도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먼저 반영구적으로 작동하며, 장소를 

적게 차지하는 발전시스템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그 가격이었다. 구청, 도청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100 만엔이상 자기부담을 해야 한다. 필자와 같은 “계산적인” 

사람은 몇년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봤는데 약 12 년이 걸렸고, 그 

후는 날마다 이자대신에 어느 정도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후쿠시마의 사람들 앞에서도  죄송한 마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실속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전중은 모니터를 보면서 현재 얼마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혹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필자는 1kw 당 38 엔을 받는다는 계약을 했는데, 

모니터를 보면서 현재 그냥 앉아서 얼마정도 “벌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재미있다. 

설치한 후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의 햇빛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 

 

問題 

①筆者がエコバッグを持参して買い物をするのは、CO2 削減に寄与したいからである。

〇 

②筆者が太陽光発電を導入したのは震災の三年後、被災者に罪悪感を感じたからであ

る。〇 

③筆者が導入した太陽熱発電システムは 100 万円以上するが、12 年で元が取れる計算

である。〇 

④太陽熱発電中は発電量や１ｋｗ当たりの収入もモニターで確認できる。× 

⑤太陽熱発電を導入して最も変わったことは日光に対する筆者の認識である。〇 

 

 

 

 



問題 8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그 후 몇년이 지나, actroid 의 성능도 향상되었고, 또 영-일, 중-일 번역은 

실용적인 소프트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한-일 번역은 어느 정도 척척 

해내는 소프트도 나왔다.한-일 간의 언어학적인 차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인이 일본어를,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지. 필자는 “꿩 대신 닭”식으로 로봇이 완벽하게 

인간을 대신하여 번역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수요가 많아져도 일본어와 한국어에 정통한 인재가 없으면 표면적인 번역밖에 

못하기 때문이다. 문법적으로도 어휘적으로도 비슷하고 번역하기 쉽다고 

생각되지만 상대방의 심중을 미루어,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않는 일본식 

코뮤니케이션을 로봇이 헤아려 번역할 수 있을까.  

또 필자가 그 날 actroid 를 보았을 때, 어딘지 그가 차갑다고 느꼈다. 어학력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다. 어휘량만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로봇에 뒤진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고객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고객의 

발언을 가장 적당한 말로 번역하기 위해 미리 고객과 상의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 

준비를 하고 만약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대함으로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다음의 찬스를 다짐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 처럼 가장 효과적인 단어를 순간적으로 

고르는 기술. 이 기술은 아무리 컴퓨터의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을 이길 수는 

없다.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분야이다. 

 

問題 

①アクトロイドは韓国語から日本語に通訳する際の精度が高い。× 

②筆者は翻訳ソフトの登場が通訳者に完全にとってかわるとは思わない。〇 

③筆者はロボットには日本語の「言外の意味」は翻訳できないと思っている。〇 

④通訳者は時に徹夜で予習をしたり、失敗したら謝罪したりすることで、顧客との信頼

を築き、次の仕事につなげる。〇 

⑤その場に最もふさわしい用語を選べるのはコンピュータではなく熟練した通訳者だ。

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