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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模試④ 解答例 

問題 1 次の韓国語を和訳しなさい 

①유통기한 전이라면 날계란이라 하더라도 흰 자위와 노란 자위를 섞어 밥위에 

올려 그대로 먹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賞味期限のうちなら生卵さえ白身と黄身をかき混ぜてご飯にかけてそのまま食べる

のも珍しいことではない。 

②입욕한 후 화장을 하면 피부에 잘 스며들 듯이 화장발이 잘 받는다.  

入浴後に化粧をすれば肌にしみこむ（なじむ）ように化粧ののりが良い。 

 

③자괴감에 빠진 내성적인 남학생이 각지의 온천지에서 연주하는 남사당 일행의 

가녀린 소녀를 사랑하는 이야기. 

 自己卑下の思いが強い/自分のことをだめだと思い込む内気な男子学生が各地の温

泉で演奏する旅芸人一座のなかのきゃしゃな女の子を愛する物語 

 

④절망해 있던 패전국민들에게 “백절불굴”의 정신을 갖게 함과 동시에 전쟁을 다시 

겪게 하지 않도록 명심하게 하는 존재로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絶望的だった敗戦国民たちに、不屈の（倒れても立ち上がる/七転び八起きの）精神を

もたせ、同時に再び戦争にならぬよう肝に銘じさせる存在として、前向きな気持ちで

受け入れられた。 

⑤비웃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 울상을 짓는 표정, 흑흑 눈물을 짓는 것 같은 표정 

등, 억누르는 듯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깊이 파헤쳐서 표현한 얼굴. 

あざ笑うような冷たい表情、泣きだしそうな表情、しくしくと涙を浮かべるような

表情等, 抑え気味（抑制的）ではあるが人間の持つ感情を深く掘り下げて表現した顔  

 

⑥그 연마된 “표정관리”기술로 만들어낸 진정성 때문에 마치 복제인간을 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磨き上げた表情の表し（抑え）方によって現れるリアリティのため、まるでクローン

人間を見ているかのような不気味な気持ちがするのも事実だ。 

 

⑦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손놀림 

발놀림을 어깨너머로 배우는 옛날 그대로의 방식으로 배운다. 

 だれかがああしろこうしろと教えてくれるのではなく、師匠の手足の動き（一挙手一

投足）を見て盗むという昔ながらのやり方で学ぶ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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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작품성 위주로 발상을 전환하여, 77 세로 호상할 때까지 투박하면서도 보기에 

편안한 색깔의 실용적인 도자기를 만들었다. 

作品性第一の/を重んじる考えに変え、77 歳で大往生/天寿を全うするまで地味でも/見

栄えせずとも目に優しい/見ていて和む実用的な陶磁器を作った。 

 

⑨쓰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자랑스렵게 여겼고 그에 

족하다고 생각했다.  

使う人の手になじむ陶磁器を作ることを誇りとし、それで十分だと思っていたのだ。 

 

⑩ “제 눈에 안경”이라는 속담대로, 도자기 표면을 살갗으로 치면, 외국인이 

“땀띠”로 보는 것을 일본인은 귀여운 “주근깨”나 “보조개”로 보는 것이다. 

「あばたもえくぼ」という諺通り、陶磁器の表面を肌だとすると、外国人があせもとみ

るものを、日本人は可愛いそばかすやえくぼとみるのだ。 

 

問題 2 次の日本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一見食器の大きさがまちまちに見えても、その目的に見合う大きさの食器を選び使う

ことも和食の特徴だ。 

얼핏 보면 식기의 크기가 제각각으로 보이지만, 그 목적에 알맞는 크기의 식기를 

골라쓰는 것도 일본요리의 특징이다.   

 

②哺乳瓶に粉ミルクを入れて赤ちゃんにのませるだけではなく、離乳食として胃に優し

い重湯も飲ませるのだ。 

젖병에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마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유식으로 위에 부담 

없는 미음도 먹이는 것이다. 

 

③草津ほど温泉番付で首位を維持し続け、二番手になるのを良しとしないほど他の追従

を許さぬ温泉はないほどだ 

구사쓰(草津)만큼 “온천 인기 순위”에서 계속해서 정상을 지키며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독보적인 온천은 없을 것이다.  

 

④高齢者に優しい構造でエレベーターを設置したコンクリート建築 

고령자에 배려한 구조로 승강기를 설치한 콘크리트 건축 

 

⑤脱衣所のロッカーは鍵がなく、服を入れるかごをおく棚になっています。 

탈의실 안의 락커는 자물쇠가 없이 옷을 담을 바구니가 놓여 있는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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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農業や金儲けにあくせくしていた庶民たちも、もっともらしい口実を作り上げては猫

も杓子も温泉旅行に出た。 

농사나 돈벌이에 안달했던 서민들도 그럴듯한 구실을 꾸며내어, 너도 나도 

온천여행을 갔다.  

 

⑦雨戸が建てつけてある室内で火がたけるようにしたいろりに当たって暖まることも

できる。 

덧문이 설치되어 있는 방 가운데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은 화로 불을 쬐어 몸을 

녹일 수도 있다. 

 

⑧大見得を切り、一語一語はっきりと名台詞を言えば観衆たちも興に乗り、役者の屋

号を叫ぶ。 

무게를 잡으면서 또박또박 명대사를 말하면, 관중들은 흥이 나서 배우 일족의 

칭호를 외친다. 

 

⑨衣装を着替えさせたり、大道具を設置したりする人で、役者がセリフを度忘れした

時にはピンチヒッターとして教えたりもする縁の下の力持ちだ。 

의상을 갈아입히거나 무대장치를 설치하는 사람이며, 배우가 대사를 깜빡 

잊어버렸을 때에는 “대타”로서 가르쳐 주기도 하는 “숨은 공로자”이다.  

 

⑩パリ万博に、彗星のごとく現れた日本の陶磁器が、空前絶後の日本美術ブームを瞬

く間に引き起こした。 

파리 엑스포에 혜성과도 같이 나타난 일본 도자기가 전무후무한 일본 미술 

열풍을 순식간에 불러일으켰다. 

 

問題 3 次の韓国語の単語を和訳しなさい 

①민물생선 淡水魚 

②보약 滋養強壮の薬 

③복날 土用の丑の日 

④명란젓 たらこ 

⑤재활요법 リハビリ 

⑥정체성 アイデンティティ 

⑦대패 カンナ 

⑧괘종 柱（ボンボン）時計 

⑨대기실 楽屋/控室 

⑩발밑조심  足元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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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三つ子の魂百まで 

⑫요조숙녀  奥ゆかしい若い女性 

⑬무고죄  無実の罪 

⑭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  勝てば官軍、負ければ賊軍 

⑮친부모  生みの親 

⑯성게 ウニ 

⑰알약 錠剤 

⑱설문조사 アンケート 

⑲유령도시 ゴーストタウン 

⑳닭꼬치 焼き鳥 

 

問題 4 次の日本語の単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地鶏  토종닭  

②茶碗蒸し  계란찜 

③こじつけ  궤변 

④伊勢海老  바닷가재 

⑤すっぽん  자라 

⑥つわり 입덧 

⑦骨粗鬆症  골다공증  

⑧アンチエイジング  항노화/노화방지 

⑨口直し  입가심  

⑩ご褒美  포상 

⑪ねんざ  발목을 삐다 

⑫青あざ 시퍼런 멍 

⑬マイナスイオン 음이온  

⑭袋小路  막다른 길  

⑮やるせなさ 안타까운 마음 

⑯駆け落ち  사랑의 도피 

⑰心中  동반자살 

⑱裏声  가성  

⑲芸能欄  연예기사란 

⑳徳利  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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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 5 次の説明に該当する日本語の単語をひらがなで書きなさい 

①두유를 끓일 때 생기는 얇은 막  ゆば 

②밀의 단백질을 정제해 반죽한 식품  ふ 

③가문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상연 종목  おはこ   

④신과 부처님의 가호를 구하려고 하는 것  かみだのみ/きとう/おいのり 

 

問題 6 次の日本語の意味を韓国語で説明しなさい 

①花道   가부키 극장에서 분장실과 무대를 연결하는 복도  

②埴輪   고분 주위에 나란히 놓였거나 함께 묻힌 토용 

③狂言   능악의 막간에 상연하는 풍자스럽게 묘사한 희극 

④精進料理 원래 승려를 위해 만든 야채나 두부만을 이용한 사찰요리 

 

問題 7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おでん 

어묵은 생선을 중심으로 한 일식중에 보존식으로 만든 것이다. 일본인들은 

경사스러운 날에 홍백색의 어묵을 자주 먹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먹는 

게맛살도 어묵의 한 가지이다. 그 밖에도 겨울에 자주 먹는 오뎅에도 빠져서는 

안되는 식재료이다. 하지만 어떤 조사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있는 오뎅의 

건더기라면 “무우”, 두번째는 “계란”이었다. 한국에서는 무우나 계란은 오뎅 

건더기의 범주에 없고 느낌이 그다지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 

“오뎅”이라면 그냥 오뎅뿐만이 아니라 무우나 당근, 두부와 유부 등을 뭉근한 

불로 지글지글 끓인 음식을 통들어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묵이 없으면 뭔가가 

허전해진다. 

오뎅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지만 밤에는 포장마차나 술집에서 먹는 것도 좋다. 

벌컥벌컥 미친 듯이 원샷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적어졌지만 “취중진담”이라고 

할까, “자작은 안됩니다.”, “자, 부어라”등, 낮에는 상하관계가 엄격한 샐러리맨들도 

밤의 포장마차에서는 “야, 자”타임이 되는 것도 재미있다. 그럴 때 속이 

더부룩하지 않도록 먹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장시간 국물에 끓어서 말랑말랑해진 

두부와 무우일 것이다. 

①日本人はめでたい日に紅白のかまぼこやズワイガニを食べる。× 

②おでんの具として最も人気があるのは大根だが、練り物もなくては物足りない。○ 

③酔った時こそ本音が出るようで、夜のおでんの屋台では無礼講になりがちだ。〇 

④サラリーマンが豆腐や大根のおでんを食べるのは二日酔いを避けるためでも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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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 8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問題 和室と庭 

 필자가 태어난 집은 1964 년에 지어졌다. 그 시대에 지어진 시골 집은 다 

그렇겠지만 방이 열 개 있는데 그 중 아홉 개가 다다미 방이다. 다다미는 일식 

방의 기본이며, 일본인들은 방의 크기를 말할 때 “몇 평”이 아니라 “다다미 몇 

장”이라고 셀 정도이다. 골풀을 짜서 만든 다다미는 푹푹 찌는 여름에는 진드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려워지지 않도록 정원에서 햇빛에 건조시키기도 했다. 양실과 

비교하면 다다미방은 쓰임새가 많아, 방안에 밥상을 놓고 식사도 하고,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TV 를 보기도 한다. 

 볓이 잘 들어오는 남쪽 방은 손님 올 때만 사용하는  “응접실”이라고는 하지만, 

소파도 샹들리에도 호화스러운 유화도 없고, 외국인 눈에는 수수하게 보일지 도 

모른지만 손님이 오시기 전에 곳간에서 분위기에 어울리는 족자를 가져와 걸고 

계절마다의 초화를 골라 튀지 않게 꽂는다. 일본인의 미의식은 “부자 티를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빈자 티”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말하자면 “적으면 적을 

수록, 조용하면 조용할 수록, 소박하면 소박할 수록 좋다.”는 성향이 있다. 혜안이 

높은 사람이라면 지나친 장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마음 속에 여운이 남는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난해지면 품성마저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도덕심을 가지는 것도 강조된다. 

시골의 전통적인 일본가옥은 셋방살이일지라도 산수의 자연경관을 본떠 만든 

정원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바위나 모래, 정원수 등을 배치한 정성 들여 꾸민 

정원은 이상향이 응축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필자가 태어난 집에도 20 평 

가량의 정원이 있다. 정원에 접한 응접실의 한 모퉁이에서 바라보면, 정원 중심의 

석가산에 봉숭아, 소나무, 철쭉 등이 심어져 있다. 또 해를 거듭하여 마모된 

석등롱은 짙은 녹색의 이끼가 조각천을 이어 붙인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눈이 

내리면 수목화와 같은 입체적인 풍경이 되고 산수화 속의 고대 중국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①筆者の実家では夏になると防虫のためイグサを編んで作った畳を虫干ししていた。〇 

②和室は洋室と比べて使い道が広く、食事も就寝も一家団欒も同じ部屋で出来る。〇 

③和室の客間は地味で小さいが、これはわびさびの美意識が影響しているからだ。× 

④筆者の実家の庭には桃の木、松の木、ツツジなどが植えられている。× 

⑤日本の庭の雪景色は美しく、古代中国の山水画を思わせ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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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 9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朝鮮の民藝 

20 세기에 이러한 한국문화의 미에 이끌린 일본인이 있었다.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이다. 조선총독부 산하의 임업 시험장 

관리로 일하던 아사카와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에 일찌기 눈을 뜬 

민예 연구가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의 일본인관료답지 않게 반닫이와 장지문이 

설치되어 있는 한옥에서 한복 바지저고리를 즐겨 입고 뚝배기 국에 밥을 넣고 말아 

먹었다. 또 수염을 기르며 조선의 담뱃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물론 그 당시 한국인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의 일상용 도자기에 

둘러싸여 생활했다. 그것은 지금도 경복궁 안의 “한국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계승되고 있다. 급성 폐렴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 “나는 죽어도 조선에 있을 것이오. 

조선식으로 장례를 지내주시오”라고 유언했다.  

아사카와의 부고를 듣고 많은 한국인들이 통곡했으며 서울 청량리에서 이문동 

공동묘지까지 향하는 장례 행렬에서는 상여꾼을 자청하는 사람들만 해도 수 십명에 

달했다.망우리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한국의 나무와 흙이 

되다”고 새겨져 있다. 

그러한 아사카와와 같은 맥락의 인물이 야나기 무네요시였다. 서울 광화문의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아아, 광화문’이란 글을 투고한 민예운동가의 제일인자로 

인정받았던 야나기는 아사카와로부터 감화와 조언을 받아 조선문화에 심취했다. 

숱한 저서를 남긴 그는 조선백자의 흰색을 “비애의 미”로 표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사카와와 야나기는 조선의 서민들이 애용했던 민예품 그 자체를 사랑했고, 

취미를 뛰어넘어 경복궁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했다.그 전시물은 지금도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 뜻은 후세에 계승되고 있다.  

①浅川は管理職にあったが、朝鮮の民藝を愛し、それらに囲まれて暮らした。× 

②浅川の遺言は朝鮮（韓国）の木と土になることだった。× 

③浅川と柳はツーカーの仲だったといえる。〇 

④浅川は柳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〇 

⑤浅川と柳が慶福宮内に建てたのは「朝鮮民俗美術館」であり、それは現在の「韓国

民俗博物館」の前身であ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