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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독해력 완성 프로그램 

다락원 일한 대역문고



일본 신화를 쓰며

신화란 그 나라와 민족의 기원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있습니다. 

일본에도 탄생 신화가 있습니다. 일본 신화는 8세기 초까지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3권의 책으로 정리한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를 

비롯하여 일본 최초의 칙선(勅選)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에 

여러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야마토(大和) 정권이 자신들의 계보를 신으로부터 온 것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만든 요소가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신화는 태평양전쟁 전 국민을 군국주의에 동원하기 위한 교육 수단으로 

쓰여 전쟁 후에는 학교 교육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 신화의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이야기 자체에 중점을 두고 보면, 

세계 다른 나라의 신화와 같이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이 일본 신화를 읽음으로써 일본어 학습과 함께 

일본 문화나 일본인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카 토모유키

머리말

기초가 약한 학습자들이 일본어 명문들을 즐겁고 효과적으로 읽으며 중급 수준으

로 독해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본어의 구조를 익히고 난 초보 학습자가 가장 절실히 느끼는 어려움은 

아마도 자연스런 일본어 표현능력과 어휘력의 부족일 것입니다. 초급에서 단문(短

文)의 기본문형 연습만 하다가 갑자기 복문(複文), 중급 문형, 관용구 등이 속출하

는 중급 교재로 건너뛰면서 학습에 흥미를 잃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 학습자들

이 밟아온 전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일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명문을 비롯한 옛날이야기, 

만담, 신화 등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로 구성된 『다락원 일한 대역문고』 시리즈는 

쉽고 재미있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일본어 문장을 익히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

어 줄 것입니다. 

『다락원 일한 대역문고』 시리즈는 사전 없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어휘 풀

이는 물론 주요 문형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예문을 함께 실었습니다. 본문의 대역

은 어휘의 정확한 뜻 전달을 위해 의역(意譯)보다는 직역(直譯)에 가깝도록 했고,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으로 녹음된 오디오로 듣기 능력 향상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

습니다. 『다락원 일한 대역문고』 시리즈로 일본어를 읽고 듣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원 일한 대역문고 연구회



CHECK UP 
내용 이해와 더불어 중요 문형에 대한 학습이 깊어집니다.

 

1	 	다음	문장을	읽고	우리말로	옮겨보세요.	

	 ➊	 野原にはもう春が来ていました。

	 	 →			　　　　　　　　　　　　　　　　　　　　　　　　　			

	 ➋	 	ぼうやのシカはひとりで山の中を遊んで歩きまわりました。

	 	 →			　　　　　　　　　　　　　　　　　　　　　　　　　			

	 ➌	 やがて、その音にさそわれて、どんどん山をおりてゆきました。

	 	 →			　　　　　　　　　　　　　　　　　　　　　　　　　			

	

2	 다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아래	 	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보기   日のくれないうちに　　　口をそろえて　　　よいかおりが

	 ➊	 	山の下には野原がひろがっていました。野原にはさくらの花が

さいていて、	　　　　　　　	していました。

	 ➋	「さあ、かんざしをあげたから、	　　　　　　　	山へお帰り。」

	 ➌	 	ぼうやのシカから話を聞くと、お父さんジカとお母さんジカは

　　　　　　　	、「ボーンという音はお寺のかねだよ。」	と教え

てやりました。

「里の春、山の春」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풀어 보기 바랍니다. CHEC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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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CD  
원어민 성우의 정확한 내레이션으로 듣는 즐거움도 쌓으세요.

문형 접속 해설에 쓰인 활용형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ます형(연용형) — ます가 붙기 이전의 형태

ない형 — ない가 붙기 이전의 형태

て형ㆍた형 — 각각 てㆍた가 붙은 형태

な형용사なㆍ명사の — な형용사의 어간에 な가 붙은 형태, 명사에 の가 붙은 형태
동사・い형용사・な형용사의 기본형 — 동사・い형용사는 사전에 실려 있는 형태, な형용사는 어간에 だ가 붙은 형태
보통형 — 기본형, 부정형, 과거형, 과거부정형 

어휘 설명   
자세한 해설과 함께, 히라가나로 실린 단어 중 

한자를 알아두면 좋은 어휘에는 한자 표기를 

병기했습니다.

사진 자료는 어휘 해설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문형 해설  
주요 문형의 뜻풀이와 접속을 예문과 함께 알

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보충 해설  
내용 이해와 문법적인 접속 이해를 도와줍니다.

『다락원 일한 대역문고』 이렇게 보세요

일본어의 한국어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음은 단음으로 표기했습니다.  � 大阪 — 오사카
발음 표기는 로마자 표기의 발음에 따랐습니다.  � つかう(tsukau) — 츠카우
촉음은 ‘ㅅ’으로 표기했습니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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