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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ïu; fldßhdkq NdId fm<fmd;

/lshd yd lïlre wud;HdxYh ol=Kq fldßhdkq udkj iïm;a l<ukdlrK fiajh 

YS% ,dxlslhka i|yd 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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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uÕ fmkaùu

교재 길잡이 fm< fmdf;a m%fhdack

이 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된 『한국어 표준교재 개정판』을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책입니다. 특히 라오스 사람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현지의 언어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개발한 자가학습 교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재의 앞부분에는 

한국어와 라오어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fuu fmd; Tng ;ksju úfoaYsh fiajlhka fjkqfjka mj;ajk fldßhdkq NdId m%ùk;d 

mÍlaIKh i|yd iQodkï ùug yelsjk mßÈ ilialr we;' úfYaIfhkau Y%s ,dxlslhkag 

myiqfjka yd úfkdaod;aulj ;ksju fldßhdkq NdYdj bf.k.eksug ylsjk mßÈ tÈfkod 

Ndú;dlrk jpk" iudch ixialD;sh ms<snoj f;dr;=re w;=,;alr ilialr we;' fujeks fya;= 

ksidfjka fldßhdkq NdYdj yd isxy, NdYdj w;r we;s fjkialï fláfhka fufia olaúug 

yelsh'

이 교재는 현지에 한국어 교육기관과 한국어 교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고서의 역할을 하는  

친절한 교재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지 환경을 고려하여 익힘책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EPS-TOPIK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교재는 가상의  

교사를 설정하여 학습 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한글 익히기’ 단원과 과마다 수록되어 있는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라오어로 녹음을 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부록에는 어휘 목록 및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표를 제시하여 편리함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fldßhdkq NdIdj b.ekaùug m%udKj;a ;rï .=rejreka fyda fm<fmd;a fkdue;s fya;=j ksidfjka 

fuu fm<fmd; fldßhdkq NdYdj bf.k.kakd ish¨ufokdg m%fhdckj;a jkq we;ehs wms 

úYajdi lrkafkuq' ;jo fldßhdkq NdYdj mqyqKq ùug t;rï wjia;djla fkd,efnk ksidfjka 

fuu fm<fmd; wNHdih fmd;la f,io EPS-TOPIK i|ydo Nú;dl, yelsh' fuf,i ilialr 

we;s fm<fmd; mka;s ldurfha fm<fmd; f,i Ndú;d l,yelsjk mßÈ wOHhkhg Wmfoia 

wka;¾.;lr we;' úfYaIfhkau fldßhdkq fydaäh yd iEu mdvulu ;sfnk jHlrk fldgi 

isxyf,ka úia;r lr má.;lr we;s ksidfjka m%fhdackj;a fjkq we;ehs is;uq' ;jo Tnf.a 

myiqj Wfoid msgqmi fldgfia jpk" l%shdmo úfYaIk mo fjkfjku olajd we;'

2 3



02 어휘 jpk 

교재에 제시된 어휘를 학습을 염두에 두고 어휘의 특성(유사한 의미군, 유의어,  

반의어 등)을 고려하여 재배열한 후에 라오어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어휘 연습 문제 외에도 여백이 허락할 경우 추가로 문제를 실었습니다.  

 fm<fmdf;a wka;¾.; jpk jvd;a fyd¢ka f;areïlrÈug tu jpkj, 

f;areu" iudk jpk" úreoao jpk hk ish,a,a,u i,ld n,d isxy, 

w¾:ho we;sj olajd we;' fm<fmdf;a ;sfnk jpk ms<sn| m%Yakj,g 

wu;rj w;sf¾l m%Yako wka;¾.;lr we;'   

198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7 ksjdvqfõ oS fcacq ÿm;g hkak bkakjd  199

정답  1) 사람들이 친절하다   2) 아름답다  3) 유명하다   4) 경치가 좋다

mska;+rhg .e,fmk m%ldYh fldgqfjka f;dard ,shkak'

14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Fill in each blank with the expression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어 보다.’

제주도에 가 봤어요.
보기

1)  바다에서 .

2)  불고기를 .

3)  한복을 .

4)   김치를 .

1) 3)2) 4)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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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17과_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45

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 보다

‘ㅏ, ㅗ’가 아닐 때: -어 보다

‘하다’가 있을 때: -해 보다

1)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아니요, 안 가 봤어요.

2) 가: 전주비빔밥을 먹어 봤어요?

나: 네, 먹어 봤어요.

3) 가: 투안 씨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나: 아니요.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어휘 1 여행지 Tourist attractions

문법 1 -아/어 보다

산 동굴 폭포 호수
mountain cave fall lake

유적지 민속촌 놀이공원 드라마 촬영지
historic site folk village amusement park fi lm (K-drama) shooting location

강 바다 섬 온천
river sea island hot spring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beautiful famous to have a great scenery people are kind/nice

-아/어 보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one’s experiences.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ㅏ 
or ㅗ, -아 보다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 보세요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 해 보다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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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famous to have a great scenery people are kind/nice

-아/어 보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one’s experiences.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ㅏ 
or ㅗ, -아 보다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 보세요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 해 보다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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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Õ

바다
uqyqo

섬
ÿm;

온천
WKqosh W,am;

   17과_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45

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 보다

‘ㅏ, ㅗ’가 아닐 때: -어 보다

‘하다’가 있을 때: -해 보다

1)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아니요, 안 가 봤어요.

2) 가: 전주비빔밥을 먹어 봤어요?

나: 네, 먹어 봤어요.

3) 가: 투안 씨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나: 아니요.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어휘 1 여행지 Tourist attractions

문법 1 -아/어 보다

산 동굴 폭포 호수
mountain cave fall lake

유적지 민속촌 놀이공원 드라마 촬영지
historic site folk village amusement park fi lm (K-drama) shooting location

강 바다 섬 온천
river sea island hot spring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beautiful famous to have a great scenery people are kind/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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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s one’s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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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ㅗ, -아 보다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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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fm!rdKsl ia:dk

민속촌
w;S;fha ;snq .ïudk

놀이공원
úfkdao Whk

드라마 촬영지
kdgH rE.; lrk ia:d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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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famous to have a great scenery people are kind/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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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다
,iaikhs

유명하다
m%isoaOhs

경치가  좋다
jgmsgdj fyd|hs

사람들이 친절하다
ñksiaiq lreKdjka;hs

산
lkao

동굴
.=ydj

폭포
osh we,a,

호수
ú,

어휘 1  jpk ud,dj 1 여행지 ixpdrl ia:dk

my; oelafjkafka ixpdrl ia:dk yd ine|s úúO jpk yd m%ldYhka fõ'

by; jpk fkdn,d m%Yakj,g ms<s;=re imhkak'

01 대화 foni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 앞에 대화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제시하였습니다. 본문은 라오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문에 사용된 어휘 및 표현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예문과 함께 라오어로 제시하였습니다. 본문 학습 후에는  

스스로 본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내용 확인 문제를 제시하였습

니다. 

fonia ir,j f;areï.eksu i|yd foni ms<sn| l=vd úia;rhla 

wka;¾.;lr we;' ;jo foni isxy,g mßj¾;kh lr we;' fldßhdkq 

NdYdj bf.k.kakkag myiqfjka wjfndaO lr.ekSu i|yd fonfia 

wka;¾.; jeo.;a jpk yd fhÿï WodyrK jdlH u.ska úia;r lr 

we;' foni bf.k.;a miqj ;ksju fonfia wka;¾.;h f;areï.kSug 

yelsjk mßÈ wNHdio we;=,;a lr we;’  

198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투안	 리한	씨는	제주도에	가	봤어요?
 ßyka uy;aud fcacq ÿm;g .syska ;sfhkjd o@

리한	 네,	가	봤어요.	
 Tõ" .syska ;sfhkjd'

투안	 제주도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fcacq ÿm; fldfydu o@ fyd| o@

리한	 네,	정말	좋았어요.
 Tõ" we;a;gu fyd|hs'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úfYaIfhkau uqyqo f.dvla ,iaikhs'

투안	 그래요?	저도	제주도에	가	보고	싶어요.
 tfyu o@ ug;a fcacq ÿm;g .syska n,kak wdihs'

특히 úfYaIfhkau 
fjk;a tajdg jvd f.dvla lemS 
fmfkkjd

·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축구를 좋아해요.

  uu l%Svdj,g leu;shs' 
úfYaIfhkau mdmkaÿj,g 
leu;shs

·  한국 음식은 아주 맛있어요.  
특히 비빔밥이 맛있어요.

  fldßhdfõ lEu f.dvla  
rij;a' úfYaIfhkau  
msìïnma rij;a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ksjdvqfõ oS fcacq ÿm;g hkak bkakjd

1.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ßydkaa uy;auhd fldfyao .sfha@

2.	제주도가	어때요?	fcacq ÿm; fldfydu o@

정답  1. 제주도   2. 바다가 아름다워요.

대화 1  ixjdoh 1
Track 55

어땠어요?  fldfydu o@ ^w;S;fha 

isÿjq isÿùula ms<sn| úuiSfïoS& 

wfkla md¾Yjh oekgu ,nd .;a 

w;aoelSï .ek ye.Sï yd ;;a;ajh 

úuiSfïoS Ndú;d flf¾

·  가: 어제 구경한 집은 어땠어요? 

  Bfha n,mq f.or fldfydu o@

·  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월세가 좀 비쌌어요.

  msßisÿhs fyd|hs' ta;a f.j,a 

l=,sh álla jeähs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ixpdrl w;aoelSï yd ie,iqï ms<sn|j l;d 

lsßu 

□jHdlrK  Ndú;h ioyd Wmfoia –아/어	보다,	–(으)ㄹ	거예요

□	jpk Ndú;h ioyd Wmfoia  ixpdrl ia:dk" ixpdrh i|yd iqodku yd 

l%shdldrlï 

□	ixialD;sl f;dr;=re	 fldßhdfõ ixpdrl ia:dk 

my; oelafjkafka ßydka yd ;=jdkaaf.a foni fõ' fofokdu oeka ixpdrl 

w;aoelSï .ek l;d lrñka isáhs' m%:ufhkau foni fojrla wid kej; 

lshkak'

fydÈka wid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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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uÕ fmkaùu

04 활동 l%shdldrlï

자가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라오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고, 활동에 대한  

<내용 확인>을 통해 스스로 학습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백이 허락할 경우 <퀴즈>를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ksju bf.k.eksug we;s yelshdj jeälsÍu i|yd i sxy,g 

mßj¾;khlr wka;¾.;lr we;' l%shdldrlï yryd bf.k.;a foaj,a 

kej; úuid ne,sug yelsjk mßÈ ilialr we;' ;jo bv ;sfnk 

ia:dkj, l=vd m%Yak wka;¾.; lsÍu u.ska úfkdaofhka ;ksju 

bf.k.eksug wjia;dj i,id we;'
204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보기 가: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ßydka uy;aud fldfya o .syska ;sfhkafka@

나: 제주도에 가 봤어요. fcacq ÿm;g .syska ;sfhkjd'

가: 어땠어요? fldfydu o@

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jgmsgdj we;a;gu ,iaikhs'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hy¿jka iu. l;d lrkak'

이름
ku

어디에 가 봤어요?
fldfya o .syska ;sfhkafka@

어땠어요?
fldfyduo@

보기 리한
제주도

fcacq ÿm;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o¾Yk we;a;gu ,iaikhs

1) 투안
부산
nqidka

맛있는 음식이 많았어요
rij;a lEu f.dvla ;snqKd

2)

3)

4)

5)

정답   계 → 계획

✚ 다음 단어를 보고 끝말잇기를 해 보세요. 
 my; jpk n,d wjidkh jpk oïje, iïmQ¾K lr n,kak'

 지도 도시 시(     ) (        )  

퀴즈 m%fya,sldj

활동  l%shdldrlï 

03 문법 jHdlrK

문법은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자가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와 라오어의 대조적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목표 문법  

항목을 예문과 함께 제시한 후 기 학습한 유사 문법 항목과 비교함으로써 두 문법 

항목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에는 같은 지면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와 문법 연습 문제를 해당 항목 후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배치

하였고 연습 문제를 추가로 구성하여 학습 내용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jHdlrK j.=jla f,i ilialr we;s ksid fmrg jvd myiqhehs 

is;kjd' ;ksju bf.k.kakdúg okqu ;j ;j;a jeä lr,su i|yd 

isxyf,ka l=vd úia;rhla olajd we;' m%odk jHdlrKh bf.k.;a 

miqj thg iudk fjk;a jHdlrK bf.k.ksug yelsjk w;r tajd 

ixikaokh lr fjkialï bf.k.eksugo yelsh' ;jo jpk yd 

jHdlrKj,g wod, wu;r wyHdio wka;¾.; l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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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a yd iu. iïnkaO ù W;aidyhla fyda w;a±lSula w¾:j;a lrhs' l=uk wdldrfha 

fyda l%shdjla lsÍug W;aidy lsÍfï§ ‘-아/어 봐요^^-,d n,kjd&’ fyda ‘-아/어 보세요^-,d 

n,kak&’	hkqfjkao" w;a±lSula ms<sn| úia;r lsÍfï§ ‘-아/어 봤어요^-,d ;sfhkjd&’ hk 

jHqyh fhdod.kS' n,kjd ^보다& hk jHqyh fhdod.kS' 

ㅏ, ㅗ → -아 보다 ㅓ, ㅜ, ㅣ wd§  → -어 보다 하다 → 해 보다

가다 → 가 보다

마시다 → 마셔 보다

먹다 → 먹어 보다

읽다 → 읽어 보다

공부하다 → 공부해 보다

운동하다 → 운동해 보다

·이 옷을 입어 보세요. fï we÷u we|,d n,kak'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f–cq ¥m;g .syska ;sfhkjo@

 나: 네, 가 봤어요. 아상카 씨도 한번 가 보세요. 

 Tõ' .sys,a,d ;sfhkjd' wixl uy;a;h;a tl mdrla .sys,a,d n,kak'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fldßhdfõ bkak ld,fha f.dvdla ixpdrh lr, n,kak ´k'

문법 1  jHdlrK 1 -아/어 보다 G17-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mska;+rh n,d WodyrKfha fmkajd we;s whqßka ‘-아/어 보다’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보기

14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Fill in each blank with the expression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어 보다.’

제주도에 가 봤어요.
보기

1)  바다에서 .

2)  불고기를 .

3)  한복을 .

4)   김치를 .

1) 3)2) 4)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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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가 봤어요.  fcacq ÿm;g .syska ne¨jd'

1)

3)

2)

4)

바다에서                             .

한복을                             .

불고기를                             .

김치를                             .

정답   1) 수영해 봤어요   2) 먹어 봤어요   3) 입어 봤어요   4) 담가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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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 보다’ wjfndaO jqKd o@ tfyu kï WodyrKfhka fmkajd oS we;s wdldrhg 

jdlH iïmQ¾K lrkak'

4 5



05 정보·문화 f;dr;=re ixialD;sh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정보 및 문화 내용을 라오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용 확인> 문제를 통해 스스로 내용 이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ksjerÈj f;dr;=re yd ixialD;sh ms<sn|j f;areïlr §ug isxyf,ka 

úia;r lr we;' ;jo kej; úuid ne,Sï u.ska fyd¢ka wjfndao 

lr.eksug yelsjqjdo hkak;a mßlaYdlr ne,sug ye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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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단체 여행 
oek .eksu msksihs úfoaYSh Y%ñlhka i|yd jk uOHia:dk u.ska ,nd fok iuqy ixpdrl wjia:d

가까운 외국인지원센터나 외국인상담소의 여행 정보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재미있는 단체 여

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Õu we;s úfoaYSh Y%ñlhka i|yd jk uOHia:dkhl fyda úfoaYslhka i|yd l%shd;aul jk WmfoaYl 

uOHia:dk fj;ska ixpdrl f;dr;=re Ndú;d lr wvq uqo,lg úfkdaockl iuqy ixpdr ms<sn| f;dr;=re 

,nd .; yelsh'

강원도
lxfjdkafoda

속초
fidlafpda

강릉
lx,x

춘천
pqkafpdka

서울 시티투어
fidjq,a k.r ixpdrh

63빌딩
63 jk f.dvke.s,a,

한강 유람선
yka .fÕa ixpdrl hd;ardj

경복궁
flHdxnqla.=x

경주
flHdxcq

불국사
nq,a.=laid

서해안
fidfyawka

대천 해수욕장
f;fpdkaj, we;s 

uqyqÿ fjr<

부산
nqidka

해운대
fyajqkafoa

제주도
fcacq ÿm;

한라산
y,a,d lkao

한국의 관광지
fldßhdfõ ixpdrl ia:dk

정보  f;dr;=re 

06 EPS-TOPIK
읽기와 듣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간략히 라오어로 설명해 줌으로써  

한국어 수준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국어를 혼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듣기 대본을 한국어와 라오어로 제시해 줌은 물론 정답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확장 연습>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lshùu yd weiSu fldgiaj, wka;¾.; oe ms<sn|j isxyf,ka úia;rhla 

w;=,;a lr we;' fldßhdkq NdYd oekqu m%udkj;a fkdjqko ;ksju 

bf.k.kakdúg lshjd f;areï.ekSug yelsjk máÈ ilialr we;' 

weiSu fldgi ;=, wik oEj, isxy, mßj¾;khla bÈßm;a lr 

we;" fjkia wdldrfha wNHdi lsßug yelsjk mßÈ wu;r wNHdi  

fldgilao w;=,;al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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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산 lkao ② 남: 동굴 .=ydj

 ③ 남: 바다 uqyqo ④ 남: 민속촌 w;S;  .ïudkh

2. ① 여: 독서 fmd;a lshúSu ② 여: 여행 ixpdrh

 ③ 여: 요리 búSu ④ 여: 낚시 ud¿ we,a,Su

3. 남: 제주도에 가 봤어요? fcacq ÿm;g .syska ne¨jdo@

4. 여: 설악산이 어땠어요? fidrla lkao fldfyduo@

5. 남: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ksjdvqjg fudlo lrkafka@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③   5. ③

정답   1. ①   2. ③

1. 여기는 어디입니까? fï fldfy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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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 보다

‘ㅏ, ㅗ’가 아닐 때: -어 보다

‘하다’가 있을 때: -해 보다

1)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아니요, 안 가 봤어요.

2) 가: 전주비빔밥을 먹어 봤어요?

나: 네, 먹어 봤어요.

3) 가: 투안 씨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나: 아니요.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어휘 1 여행지 Tourist attractions

문법 1 -아/어 보다

산 동굴 폭포 호수
mountain cave fall lake

유적지 민속촌 놀이공원 드라마 촬영지
historic site folk village amusement park fi lm (K-drama) shooting location

강 바다 섬 온천
river sea island hot spring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beautiful famous to have a great scenery people are kind/nice

-아/어 보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one’s experiences.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ㅏ 
or ㅗ, -아 보다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 보세요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 해 보다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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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여자는 오늘 무엇을 할 거예요? ldka;dj wo l=ula lrhso@

 ① 휴가를 갈 거예요. ② 제주도에 갈 거예요.

 ③ 숙소를 예약할 거예요. ④ 비행기 표를 살 거예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7

1. 남: ① 동굴입니다. .=ydjls' ② 온천입니다. WKqiqï jika;hhs'

  ③ 폭포입니다. osh we,a,ls' ④ 호수입니다. jejls'

2. 남: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ksjdvq ld,fhaoS fudkdo lrkafka@

 여: 제주도에 갈 거예요. fþcq ªm;g hkjd'

 남: 숙소를 예약했어요? kjd;eka fjka l,do@

 여: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ju keye' wo ?g lrkjd'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4 5



일러두기 uÕ fmkaùu

08 유용한 표현 jeo.;a fhÿï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을 전형적인 상황 맥락에

서의 대화문을 통해 번역문과 함께 곳곳에 제시하였습니다.

fldßhdkq cd;slhka tÈfkod Ôú;fhaÈ Ndú;dlrk m%fhckj;a fhÿï 

Woyrk fonia u.ska ú;rlr we;' ish¨u Wodyrk fonia isxy,g 

mßj¾;kh lr we;’ 

72  06 저는 투안입니다

보기 투안 : 이름이 무엇입니까? ku l=ulao@

리한 : 리한입니다. ßydka'

투안 :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l=uk cd;slfhlao@

리한 :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mdlsia:dk cd;slfhla'

투안 : 회사원입니까? ld¾hd, fiajlfhlao@

리한 : 네, 회사원입니다. Tõ" ld¾hd, fiajlfhla'

<보기>처럼 친구들과 이름, 국적, 직업을 묻고 대답해 보세요.
WodyrK foi n,d ñ;=rka iuÕ ku" cd;sh" /lshdj úuid ms<s;=re imhkak'

이름 ku 국적 cd;sh 직업 /lshdj

보기
수분
iqmqka

스리랑카 사람
Y%S ,dxlsl mqoa.,fhla

회사원 
ld¾hd, fiajlhd 

1

2

3

4

5

활동  l%shdldrlï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처음 뵙겠습니다. Tnj yuqjk m<uq j;djhs'

가: 만나서 반가워요. yuqùu i;=gla'

나: 투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uu ;=jdka" Tnj yuqjk m<uq j;djhs'

07 발음 WÉpdrK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음 연습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듣고  

따라 읽으면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음, 자음의 발음은 물론 

한국어 음운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모두 3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

습니다. 

.=rejrfhl= fkdue;sj WÉpdrK bf.k.ekSu wmiiqh' tuksid ;ksju 

wid kej; lshjñka WÉprKh mqyqkqúug yelsjk whqßka ilid we;' 

iajr" jHdkack mukla fkdj fjk;a WÉprK ks;so we;=,;aj j.ka;s 

31lska hqla;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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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①    3. ④   4. ③

[1~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제 취미는                입니다. 지금까지 못 가 본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그 지역의 음식

을 먹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uf.a úfkdaodxYh ^úfkdao .uka &hEuhs'fuf;la l,a hdug fkdyels jQ ia:dk krU,d tu 

m%foaYfha ;sfnk lEu ld,d ne,Sug leu;shs'

 ① 노래 ② 쇼핑 ③ 여행 ④ 운동

2.

 

부산은                 관광지입니다. 경치도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

이 부산에 갑니다.

nQidka hkq ^m%isoaO& ixpdrl ia:dkhls' jgmsgdj;a ,iaik jk w;r rij;a lEuo fndfyda 

;sfnk ksid ñksiqka fndfyda fokd nQidka h;s' 

 ① 유명한 ② 신기한 ③ 위험한 ④ 비슷한

3.

 

제 고향은 경치가 좋은 제주도입니다. 특히 바다가 깨끗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uf.a .u iqkaor jgmsgdjla we;s fcacq  ÿm;hs' úfYaIfhkau uqyqo msßisÿ iy ^iqkaor ksid& 

ixpdrlhska fndfydauhla fidhdf.k meñfKkjd'

 ① 무거워서 ② 복잡해서 ③ 시끄러워서 ④ 아름다워서

4.

 

저는 이번 휴가 때 제주도에 갈 계획입니다. 오늘 비행기 표를                              . 

uu fujr ksjdvq ld,fhaoS fcacq ÿm;g hk ie,eiqï lr,d ;sfhkjd' wo .=jka álÜm; 

^fjka lrkaakhs bkafka&'

 ① 구경할 겁니다 ② 관람할 겁니다 ③ 예매할 겁니다 ④ 계획할 겁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ska wid kej; lshkak'

isxy, NdIdfjys W!IaudlaIr f,i i" I" y y÷kd.; yels jk w;r fldßhdkq NdIdfjys w,amm%dK 

‘ㅅ[s]’ Yíoh;a" W.=rg nroS Yío lrk ‘ㅆ[s’]’ Yíoh f,i;a fldgia follg fnod ±lafõ'

(1) 싸 : 사   (2) 싸다 : 사다

(3) 쌀 : 살   (4) 딸기를 사요.

(5) 유리가 싸요.

발음	WÉpdrKh 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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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파일

안내

weiSï 

,smsf.

dkq ud¾f.

damfoY 

P01 - P31

Track 01 - Track 180

SK 1

SK 2

K-1 - K-8

G06-1 - G50-2

L-06 - L-58

『한국어 표준교재』에 수록된 듣기 파일
iïu; fldßhdkq NdYd fm<fmdf;a wka;¾.; weiSfï ,smsf.dkqj 

인사말 
fmrjok 

신할라어와 한국어 대조
fldßhdkq NdYdj yd isxy, NdYdj ixikaokh

한글 익히기 I & II fldßhdkq fydaäh bf.k .ekSu I & fldßhdkq fydaäh bf.k’u II

각 과의 문법 포인트 강의

예  G30-1 → 30과의 문법 1에 대한 포인트 강의
tla tla mdvug wod, jHdlrK foaYk

Wodyrkh  G30-1 → 30jk mdvfï jHdlrK 1g wod, foaYkh

각 과의 듣기 확장 연습 

예  L-30 → 30과의 듣기 확장 연습

ta ta mdvug wod, weiSfï wu;r wNHdi 

Wodyrkh  L-30 → 30 jk mdvfï weiSï wu;r wNHdi 

발음 연습
WÉpdrK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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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표 fm< fmdf;a wka;¾.;h 
1권

주제
úYh 

과
mdvu

제목
ud;Dldj

기능/직무 구조
ld¾h jHqyh

어휘
jpk ud,dj

문법
ixjdoh

정보/문화
f;dr;=re $ ixialD;sh

예
비
편

i
l
i
a l

r
k

 f
l
dg

i

1
한글 익히기 Ⅰ fldßhdkq 

fydaäh bf.k .ekSu I

2
한글 익히기 Ⅱ fldßhdkq 

fydaäh bf.k .ekSu II

3
교실 한국어 mka;s ldurfha 

fldßhka NdIdj 

4
안녕하세요
wdhqfndajka 

5
주말 잘 보내세요 i;s  

wka;h fydÈka .; lrkak

기
본
생
활

i
du

dk
H
 Ô

ú
;
h

6
저는 투안입니다

uu ;=jdka 

자기소개하기

;ukaj y÷kajd§u 

나라 rgj,a

직업  /lshd

입니다
입니까

인사 예절
wdpdr lsÍfï mqreÿ 

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fu;k ld¾hd,hhs

장소 및 물건 묻고

대답하기

ia:dk iy NdKav ms<sn| 

úuiSu iy ms,s;=re §u

장소 
ia:dk

물건
NdKav

이/가

이에요/예
요

한국의 좌식 문화
fldßhdkq ìu jdä ùfï 

ixialD;sh

생활필수품
ffoksl Ôú;fha w;HdjYHh 

NdKav 

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
요

12'30 g Èjd wdydrh .kakjd

일과 시간 묻고 대답하기

Èk p¾hdj iy fj,djka 

úuid m%Yak j,g ms<s;=re §u

일과
Èk p¾hdj

시간
ld,h

–아요/어
요

에(시간)

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ksjerÈ fõ,djg /lshdjg 

hk isß; iqrlsuq

9

가족이 몇 명이에요?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áhso@

가족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 mjq, ms<sno úuid 

ms<s;=re ,nd §u

가족
mjq,

외모와 성격
fmkqu iy pß;h 

하고

에(장소)

높임말과 반말

Wiia$f.!rjkSh NdIdj iy 

idudkH l:d lrk NdIdj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
를 공부했어요 Bfha  

mqia;ld,fha isg fldßhdkq 

NdIdj bf.k .;a;d

날짜와 장소 묻고

대답하기

ld,.=Kh iy ia:dkh úuid 

ms<s;=re iemhSu'

날짜와 요일
Èkh $ oji 

장소와 동작
ia:dkh iy l%shdldrlï

–았/었–

에서

한국의 공휴일

fldßhdfõ cd;sl ksjdvq Èk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wem,a f.ä myla fokak 

물품 구매하기

NdKav ñ,§ .ekSu 

과일과 식료품
m<;=re iy wdydrmdk

화폐와 물품 구매
uqo,a iy NdKav ñ,§ .ekSu 

주세요

–아/어 
주세요

의류

we÷ï 

12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frday, tyd me;af;a fnfy;a 

Yd,dj ;sfnkjd

위치와 길 찾기

ia:dk iy mdrj,a fiùu 

이동 동사
p,kh olajk l%shdmo

위치와 방향
ia:dk iy ÈYdjka 

–(으)세
요

(으)로

길거리

w;=re mdr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k.r Yd,dj bosß msg oS 7g 

yuqfjkjd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fmdfrdkaÿ jQ fj,dj yd 

ia:dkh ;SrKh lsßu

상태 1
;;ajh 1

상태 2
;;ajh 2

–고 싶다

–(으)
ㄹ까요

한국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약속 

fldßhdkq cd;slhka wdpdr 

f,i lrk fmdfrdkaÿ

14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uu msìsïmí lkakï

음식 주문하기

lEu ´v¾ lsÍu 

식당
wdmk Yd,dj

음식의 맛 lEu ri 

–(으ㄹ래
요

안

음식 메뉴

lEu fukqj 

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
아요 ld,.=Kh meyeÈ,ss ksid 

is;g i;=gqhs'

날씨와 기분 이야기하기

ld,.=Kh iy ye.Sï m%ldY 

lsÍu 

날씨와 계절 
ld,.=Kh iy R;=

기분과 감정
ysf;a i;=g wi;=g iy ye.Sï

–네요

–아서/어
서

한국의 사계절
fldßhdfõ R;= y;r 

16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
니스를 치러 가요 fj,dj 

;sfnk fj,djg ks;ru 

fgksia l%Svdlrkak hkjd

취미 이야기하기

úfkdaodxY mejiSu

취미
úfkdaodxY

운동
l%Svd

–(으)ㄹ 때

–(으)러 가
다

취미 활동 프로그램

úfkdaodxY l%Svd jevigyka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ksjdvqfõ oS fcacq ÿm;g hkak 

bkakjd

여행 경험 및 계획  
이야기하기 ixpdrl 

w;aoelSï yd ie,iqï ms<sn|j 

l;d lsßu

여행지 ixpdrl ia:dk

여행 준비와 활동
ixpdrh i|yd iqodku yd 

l%shdldrlï

–아/어 
보다

–(으)ㄹ 
거예요

한국의 관광지

fldßhdfõ ixpdrl ia: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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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úYh 

과
mdvu

제목
ud;Dldj

기능/직무 구조
ld¾h jHqyh

어휘
jpk ud,dj

문법
ixjdoh

정보/문화
f;dr;=re $ ixialD;sh

일
상

및

여
가
생
활

t
Èf

k
od y

d ú
f
õ
l
S Ô

ú
;
h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nifha fyda Wux ÿïßfha 

ke.,d hkjd

교통수단과 소요 시간  
말하기 

m%jdykh iy ld, iSudj 

.ek l:d lsÍu

교통 
m%jdykh

이동 
ia:dkhlska ia:dkhlg 

.uka lsrSu 

(이)나, 

에서 까지

대중교통 이용 방법

fmdÿ m%jdykh Ndú;d lrk 

wdldrh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Th fldßhka ,S nvqo@

전화하기 ÿrl:k weu;=ï

인터넷에 대해 말하기
wka;¾cd,h ms<sn|j l;d 

lsÍu

전화
ÿrl:kh

인터넷
wka;¾cd,h

–지요

–고

생활에 유용한 전화번호

w;HjYH ÿrl:k wxl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uu msÕka fidaokakï

집안일 부탁하기
f.orfodr jevg Wojq b,a,Su

집안일 말하기
f.orfodr jev .ek mejiSu

청소
msßisÿ lsÍu

집안일
f.orfodr jev

–(으)ㄹ게
요

–는 것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li, m%udKh yd fjkalsÍu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
요?

fïi mqgq ms<sfj,g ilikak 

Woõ lrkjo@

설명하기 
meyeÈ,s lsÍu

허락 구하기
wjir b,a,Su

약속 
fmdfrdkaÿj

초대 
wdrdOkdj

–는데/ 
(으)ㄴ데

–(으)ㄹ까
요

집들이 선물

f.g f.j§fï ;E.s

22

무단횡단을 하면 안 돼요

fkdie,ls,af,ka$jerÈ 

ia:dkhlska mdr udreùu 

fkdl< hq;=h

금지하기
;ykï lsÍï

이유 말하기
fya;= oelaùu

금지 ;ykï

하면 안 되는 행동

 lsÍfuka je,lsh hq;= l%shdjka

–(으)면 안 
되다

–(으)니까

공공장소 표지판

fmdÿ ia:dk j, ix{d mqjre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돼요

jeäysáhkag NdKavhla ,nd 

§fï§ w;a folskau w,a,d Èh 

hq;=hs

높임말 말하기

f.!rjdkaú; NdIdfjka l:d 

lsÍu

조언하기
Wmfoia ,nd§u

어휘 높임

f.!rjd¾: jpk

생활 예절

Ôjk idrO¾u

–(으)시–

–아야/어
야 되다/하
다

한국인들에게 나이란?
fldßhdkqjkag jhi 

hkafkys w¾:h@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
해요

fldßhka Ñ;%mg n,ñka 

bf.k .kakjd

공부 방법 말하기 
mdvï lrk wdldrh mejiSu

신청 방법 설명하기 
whÿï lrk wdldrh mejiSu

공부 
mdvï lSrsu$b.k.ekSu

교육 
wOHdmkh

–(으)면서

–기 쉽다/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úfoaYsh lïlrejka ioyd 

jk wOHdmk jevigyk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iEu bßodjla mdid m,a,s 

hkjd

빈도 표현하기
jdr .Kk m%ldY lsÍu

소원 말하기 m%d¾:kdjla  

ms<sn| m%ldY lsÍu

종교 
wd.ï

종교 활동

wd.ñl l%shdldrlï

마다

–았으면/
었으면 좋겠
다

종교 행사

wd.ñl W;aijh

공
공
기
관

f
m
dÿ i

a:
dk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wdydr f.k wjika jQ miq 

fï fnfy;a fndkak 

순서 말하기
wKqms<sfj, .ek l:d lsÍu

금지하기
;ykï lsÍu 

신체
YÍrfha fldgia  

증상
,laIK 

–(으)ㄴ 후
에

–지 마세
요

가정 비상약

m%:udOdr fmÜáh

27
어디가 아프십니까? 
fldfyao ßfokafka@

조건 말하기 wjYH;djhka 

.ek l;d lsßu

증상 묻고 대답하기
frda. ,laIK wid oek.ekSu 

병원
frday, 

치료
m%;sldrh 

–(으)면

–ㅂ/습니
까, –ㅂ/습
니다

외국인 근로자 센터 진료  
안내  
úfoaYSh lïlre 

uOHia:dkfha m%;sldr 

f;dr;=re 

28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nexl= .sKqula idod.ekSug 

wdfõ'

의도 말하기
wruqKla mejiSu

방법 표현하기
hula isÿlrk l%uh mejiSu

은행 nexl=j

은행 업무/현금인출기

nexl= lghq;=$ uqo,a ouk" 

wdmiq .kakd hka;%h 

–(으)려고

–(으)면 되
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금융 서비스

úfoaYSh lïlrejka ioyd 

jk uq,Huh fiajdjka

29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ms,smSskhg ;eme,a m;la 

hjkak ´fka

편지 보내기 ,shqula heùu

요청하기

fhdackd lsÍu

우편물 ,shqï

소포/택배 

fï,a ^fmÜá& $ md¾i,a 

(으)로

–(으)십시
오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f;dr;=re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T;kska f;lafjdkafoda mqyqKq 

fjkak mq¿jkao@ 

이용 문의하기 
wid oek.ekSu

교육 신청하기

wOHdmkh ,eîug whÿï 

lsÍu 

교육 및 서비스 
wOHdmkh iy fiajd

외국인력 지원 센터 이용

úfoaYSh lïlre iyfhda.S;d 

uOHia:dkh Ndú;h 

–(으)ㄹ 수 
있다/없다

–(으)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기관
úfoaYSh lïlrejka i|yd 

;sfnk iyk uOHia: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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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wfma rfÜ fidjq,a j,g jvd 

jd;h f.dvla msßisÿhs

날씨 표현하기
ld,.=Kh jd¾;d lsÍu

비교하기 
ixikaOkh lsÍu

날씨 
ld<.=Kh 

도시의 특성
k.r j, úfYaI ,laIK

–지만

보다

한국의 행정구역
fldßhdfõ mßmd,k 

Èia;%slal

32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
요
fndlak,a ^WKqiqu jeäu 

Èkhg& Èkhg iïf.aÜgka 

wdydrhg .kakjd

한국의 음식 문화 알기
fldßhdfõ wdydrmdk yd 

iïnkaO ixialD;sh ms<sno 

oek.ekSu

조리법 설명하기 wyr 

ms,sfh, lrk wdldrh

계절 음식 
R;= j,g wdfõksl wyr 

재료 및 조리법
wuqøqjH yd idok wdldrh

–(으)ㄴ

–아서/어
서

특별한 날 먹는 음식
úfYaI Èkj,§ wdydrhg 

.kak lEu cd;s

33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fidxfmHdka yok w;aoelSula 

,nd .kak mq¿jka

추측하기 
wkqu; lsÍu

계획 말하기 
ie,eiau .ek l;d lsÍu

설날 
w¨;a wjqreoao

추석 
pqfidla

–겠–

–는

한국의 명절
fldßhdfõ ksjdvq

34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orejdg we÷ï ;E.s úÈyg 

fok tl fldfyduo@

추천하기 
wkqu; lsÍu

순서 말하기
ms<sfj, .ek l;d lsÍu

특별한 날
úfYaI Èk 

결혼 문화 
újdy ixialD;sh

–는 게 어때
요

–고 나서

한국인의 경조사
fldßhdkqjkaf.a mjq,a j, 

jeo.;a isÿùï

35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
아요 
fldßhka kdgH 

úfkdaocklh

이유 말하기
fya;=oelaùu

추측하기
wkqudk lsÍu

한류
fldßhka kj l,dj

경제 및 산업 
l¾udka; iy fldßhka 

wd¾:slh

–잖아요

–는/(으)ㄴ 
것 같다

한류 여행
yka,Hq ixpdr

직
장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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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ms<sfj,lg we|,d 

bkakfldg fmkqu fyd|hs

복장 설명하기
we÷u ms<sno úia;r lsÍu

충고하기
Wmfoia §u

복장
we÷u

태도 
wdl,am

–아/어 보
이다

–게

작업 현장의 복장
jevlrk ;ek w¢k we÷u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we;=,a ùfï $ msgùfï 

fodrgqj wksjd¾hfhkau 

jyuq

기숙사 주의사항 알리기
fkajdisld.drfha oS wjOdKh 

fhduq l< hq;= lreKq oekaùu

기숙사
fkajdisld.drh

냉난방기
jdhq iólrK";dmlh

–(으)ㅂ시
다

–는 동안

한국의 주거 형태
fldßhdfõ jdiia:dk m%fNao

38
일할 맛이 나요
jevlrkak wdid ysf;kjd 

직장의 분위기 소개하기 
jevmf,a mßirh

동료와의 갈등 표현하기
jgmsgdj y÷kajd §u" iu 

fiajlh iuÕ we;s .egqï 

meyeÈ,s lr §u 

직장의 분위기 
jevmf<a mßirh

동료와의 갈등
jgmsgdj iu fiajlhkaf.a  

.egqï

–는/(으)ㄴ 
편이다

–다고 하
다

직장 내에서의 호칭

jevmf,a ;k;=re'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wo fNdack ix.%yhla 

mj;ajkak woyia lrkjd

회식 일정 공지하기
fNdack ix.%y ld,igyk 

ksfõokh lsÍu

새 직원 소개하기 kj 

ld¾h uKav,hla y÷kajd §u

회식
fNdack ix.%y

직장에서의 모임
jev /iaùï

–자고 하
다

–(으)라고 
하다

한국의 회식 문화
fldßhdkq wdydr ixialD;sh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wmyiqjla oekqkdkï th 

,sx.sl ysxikhl

성희롱 예방 조언하기 
,sx.sl ysxikh je,elaùu 

i|yd jk Wmfoia

성추행에 대한 강의 듣기

,sx.sl ysxikh ms<sn|j 

mka;sj,g ijka§u

성희롱
,sx.sl ysxikh

성희롱 대처 방법

,sx.sl ysxikh kj;ajk 

kS;s

–냐고 하
다

간접화법의 
축약형

성희롱의 개념과 처벌
,sx.sl ysxikfha w¾:oelaùu 

yd o~qjï

41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bial=remamq kshkska lr,d 

n,kak

작업 도구 제안하기 
 jevg Ndú;dlrk Wmlrk 

fhdackd lsÍu

작업 상황 설명하기
jev úia;r lsÍu 

제조업 수공구 ksIamdok 

l¾udka;fha oS Ndú; lrk 

w;a WmlrK

제조업 기계 ksIamdok 

l¾udka;fha oS Ndú; lrk 

hka;% iq;%

(으)로

–고 있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

jevlrk Wmlrk fhdackd 

lsÍu $ jev mßirh úia;r 

lsÍu 

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
지 알아요?

fuu hka;%h jevlrkafka 

fldfyduo lsh, okakjd o@

기계 작동법 설명하기
hka;%h jevlrk wdldrh 

mejiSu

작업 보고하기 
jev jd¾;d lsÍu

기계 작동
hka;%h jevlrk wdldrh 

포장 작업
weisÍfï jev

–는지 알
다/모르다

–(으)ㄹ 것 
같다

안전한 도구 및

기계 사용법

wdrlaId iys; WmlrK yd 

hka;% Ndú;d lrk wld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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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hlv lïì f.k;a ;nkak

작업 지시하기
jev wëlaIKh 

작업 확인하기
jev wëlaIKh $ jev 

mßlaId lsÍu

건설 현장
bÈlsÍfï jevfmd< 

유통업 포장
md¾i,a fnodyeÍu

–아/어 놓다

–지요

건설 현장의 중장비

bÈlsï jevfmdf<a ;sfnk 

nr hka;% 

44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Ska; wdf,am lrk jevh 

l,d 

작업장 환경 묘사하기
fiajd ia:dkfha mßirh 

úia;r lsÍu

정리 정돈 말하기
wialrk wdldrh mejiSu

작업장 환경 
  fiajd ia:dkfha mßirh

폐기물과 정리 도구

wmøqjH yd wialrk WmlrK

–거든요

–아지다/어지
다

작업 도구 정리 정돈
jevg .kakd WmlrK 

ms<sfj,g ;eîu

45
호미를 챙겼는데요
w;auq,ä jfk /f.k wdfõ

작업 변경 요구하기
jev fjkialsÍug b,a,Su 

작업 요청하기
jev b,a,Su

농업 1
lDIsl¾uh 1

농업 2
lDIsl¾uh 2

–는데요

–기 전에

한국 농촌의 사계절

fldßhdfõ f.dúfmd,j,aj, 

iD;= y;r

46
더 신경 쓰도록 하자
;j fyd|g wjOdkh fhduq 

lruq 

문제 원인 찾기
m%Yakhg fya;=j fiùu

해결 방안 말하기

úi|k wdldrh mejiSu

축산업
mY+ iïm;a l¾udka;h 

어업
ëjr l¾udka;h 

–도록 하다
–게 되다

축산업과 어업 현장의  

직업

mY+ iïm;a l¾udka;h yd 

ëjr l¾udka;fh§ lrk 

jev

47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NdKav f,aLkh wjfndaO 

lr.ekSu jeo.;a

업무 관리하기 
jev l<ukdlrKh lsÍu

업무 실수 말하기
w;a jerÈ mejiSu

창고 관리
.nvd l<uKdlrKh

가구 제조
NdKav ksIamdokh

– 는 것이 중요
하다

–(으)ㄹ 것이다

직장에서의 칭찬 노하우
jev fmd< ;=, fyd| mqreÿ

48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jd,hla isÿ fkdjkak 

mßiaiï fjkak

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

말하기 WmlrK j,ska jev 

lrkúg mßiaiï úhhq;= 

wdldrh mejiSu

위험 상황 대처하기
wjodkï wjia:d u.yeÍu

기계 작업
WmlrK j,ska lrk jev

재해
úkdYhka

– (으)ㄴ 적이 
있다/없다

– 지 않도록 조
심하다

작업장 사고
jevfmdf<a wk;=re

49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
칠 수 있어요

wdrlaIs; im;a;= m<Èkafka 

ke;akï ;=jd, fjkak 

mq¿jka 

위험 상황 예방하기 
wk;=reodhl ;;ajhkaf.ka 

je<lSu

위험 가능성 경고하기
wk;=re.ek wk;=re yeÕùu 

보호구 
wdrlaIl WmlrK 

작업장 사고
jevìfï isÿjk wk;=re 

–(으)ㄹ 수 있다

–기 때문에

신체 기관과 보호구
YÍr fldgia iy wdrlaIs; 

WmlrK 

50

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uykaisfhka lr, fok 

ksid 

업무 평가하기
jev w.h lsÍu 

건강 말하기
fi!LH .ek l;d lsÍu 

안전 수칙
wdrlaIs; l%shdud¾.

건강 증진
fi!LH m%j¾Okh 

–(으)ㄴ 덕분에

–기로 하다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fi!LH mj;ajd .ekSu 

Wfoid we§fï jHdhdu 

주제
úYh 

과
mdvu

제목
ud;Dldj

기능/직무 구조
ld¾h jHqyh

어휘
jpk ud,dj

활동
l%shdldrlï

정보/문화
f;dr;=re $ ixialD;sh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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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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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fldßhdjg .syska jev 

lrkak leu;shs 

고용허가제에 대해

묻고 답하기 /lshd n,m;% 

l%uh iïnkaO m%YaK iy 

ms<s;=re

EPS-TOPIK에 대해

문의하기
fldßhdkq NdIdj m%ùK;d 

úNd.h iïnkaO úuiSï 

고용허가제
fiajdkshqla;s wjirm;a l%uh 

한국어능력시험

fldßhdkq NdIdj m%ùK;d 

úNd.h 

EPS–TOPIK 
신청서 작성하
기 
EPS-TOPIK 

úNd.hg 

whÿïm;% msrùu 

고용허가제 이해하기

fiajdkshqla;s wjirm;a l%uh 

f;areï .ekSu

52

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
에요
/lshd fldkafoais fyd|hs 

jf.a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하기
 jev .súiqfï wvx.= oE 

ms<ssnoj úuiSu

근로 계약 체결하기
jev .súiqula w;aika lsÍu

근로 조건

jev fldkafoais

취업 절차

/lshdjg n|jd .ekSfï 

mshjr

표준근로계약
서 작성하기 
idudkH 

jev .súiqula 

ilialsÍu

표준근로계약서
idudkH jev .súi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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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úfoaYSh ,shdmÈxÑh 

lr.ekSu i|yd hkjd 

입국 심사 받기
wd.uk iudf,dadpkh ,nd 

.ekSu 

외국인 등록하기
úfoaYSh ,shdmÈxÑ ùu

입국 절차

we;=,aùfï l%shdj<sh

외국인 등록

úfoaYsh ,shdmÈxÑ ùu

취업 교육
이해하기
fiajd mqyqKqj 

f;areï .ekSu 

외국인 등록
úfoaYsh ,shdmÈxÑh 

54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rlaIK jkaÈ b,ä ï lrkjd 

보험 가입하기 
rlaIK ie,iqula ,nd .ekSu 

^,shdmÈxÑ fjkjd&

보험금 청구하기 
rlaIK jkaÈ b,ä ï lsÍu 

보험 가입
rlaIK ie,iqula ,nd 

.kakjd

보험금 청구
rlaIK jkaÈ b,a,kjd 

보험 안내
이해하기

rlaIK ie,iqï 

f;areï .ekSu 

외국인 근로자 보험
úfoaYSh lïlre rlaIK 

55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lreKdlr Tfí f.ùï m;a 

mßlaId lr n,kak

급여 명세서 확인하기
jegqma jd¾;dj mßlaId lsÍu  

수당 확인하기
wu;r f.ùï mßlaId lsÍu

급여와 세금
jegqma iy nÿ 

수당
wu;r §ukd 

급여 명세서
읽기 jegqma 

jd¾;dfõ b;sß 

fldgi lshùu 

월급
udisl jegqma

56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fujr .sïydk ksjdvqjg 

fudkjo lrkafka lsh, 

ie,iqï l,do@

휴가 알아보기
ksjdvq .ek oek.ekSu 

병가 신청하기
f,v ksjdvq oeóu

휴가 
ksjdvq 

병가 
f,v ksjdvq

휴가 신청서

이해하기
ksjdvq whÿï 

lrk wdldrh 

wjfndaO 

lr.ekSu

휴가에 대한

근로 기준법의 이해

ksjdvq ms,snoj lïlre kS;sh 

wjfndaO lr.ekSu

57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jevlrk ia:dkh udrelr.

kak wjYH jqk;a 

사업장 변경 절차

알아보기

jevlrk ia:dkh udrelrk 

l%shdj,sh oek.ekSu 

일시 출국 절차 확인하기
;djld,slj ráka msg ùfï 

l%shdj,sh mßlaId lsÍu

사업장 변경
jevlrk ia:dkh udrelsÍu 

조기 귀국과 일시 출국 
kshñ; ld,hg fmr wdmiq 

hdu yd ;djld,slj ráka 

msgùu 

재입국
허가 동의서
이해하기

kej; fldßhdjg 

we;=,aùug 

wjir §fï 

f,aLkh wjfndaO 

lr.ekSu

사업장 변경
jevlrk ia:dkh fjkia 

ls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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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
에 꼭 신고해야 해

/£ isàfï ld,h §¾> l, 

miq wksjd¾hfhkau jd¾;d 

l, hq;=hs

체류 연장 절차  
알아보기
/£ isàfï ld,h §¾> lsÍfï 

l%shd mámdáh oek.ekSu 

체류 자격 변경 이해하기 
/£ isàfï fhda.H ;djh 

fjkiaùu wjfndaO lr.ekSu

체류 기간 연장
/£ isàfï ld,h §¾> lsÍu 

체류 자격 
/£ isàfï fhda.H ;djh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하기
/£ isàfï 

ld,h §¾> 

lsÍfï whÿïm; 

iïmq¾K lsÍu

체류 기간 연장 신청
/£ isàfï ld,h §¾> lsÍug 

whÿï ls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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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산업 안전Ⅰ
ld¾ñl iqrlaIs;Ndjh 01

산업 안전표지 익히기
ld¾ñl wdrlaIK i,l=Kq 

y÷kd .kak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ksIamdokhg iïnkaO 

wdrlaIk Wmfoia  y÷kd 

.kak 

산업 안전 표지
ld¾ñl wdrlaIK i,l=Kq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ksIamdokhg iïnkaO 

wdrlaIk Wmfoia

직업병
jD;a;sh ksidfjka we;sjk 

frda.dndO

60
산업 안전 Ⅱ
ld¾ñl iqrlaIs;Ndjh 02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f.dvke.s,s bÈlsÍï 

l¾udka;hg iïnkaO 

wdrlaIl Wmfoia y÷kd.

kak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f.dvke.s,s bÈlsÍï 

l¾udka;hg iïnkaO 

wdrlaIl Wmfoia 

직업병 예방
jD;a;sh ksidfjka we;sjk 

frda.dndO je,elaù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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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인물 uqK.efik pß; 

선생님 .=re;=ud

리한 ßyka

mdlsia:dkh

바루 mre ູ

bkaÿkSishdj

투안 ;=wka

úhÜkduh

아딧 wÈ;a

;dhs,ka;h

카림 lßï

Wiafnlsia:dkh

리리 ,s,S

Ökh

흐엉 yTka

úhÜkduh

수피카 iqmsld

iqmsld

모니카 fudksld

Y%S ,xldj

수루 iqre

Ökh

바트 nd;a

fudkaf.da,shdj

타타 ;d;d

bkaÿkSishdj

칸 ldka

ldïfndach

이반 bndka

Wiafnlsia:dkh

인디카 bkaÈl 

Y%S ,xldj

박지훈 mdla ð yqka

fldßhdj

이미영 b ñ fhdka

fldßhdj

김건우 lsï f.dka jq

fldßhdj

정소희 fcdka fidka fyS

fldßhdj

이민우 b ñka jq

fldßh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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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d mjq,1

isxy, NdIdj bkaÿ hqfrdamsh NdId mjq,g wh;a jk w;r fldrshka NdIdj w,a;dhs NdId mjq,g 

wh;afõ' 

NdId mjq, NdId mjq,g wh;A NdId

bkaÿ hqfrdamsh NdId mjq, yskaos" mkacdì" fnd.d,s iy fkamd,s jeks NdIdisxy, NdIdj

w,a;dhs NdId mjq, ;=¾ls" Wiafnla iy lidla jeks NdIdfldrshka NdIdj

WÉpdrKh2

①   isxy, NdIdfjys flá iajr w" b" W" t" T" we" R /a, i, u, e, o, æ, ə/ 7la jk w;r fuu flá 

iajr ish,a,lau o’¾.j WÉpdrKh l<yels o’¾> iajrhkao we;' fldrshka NdIdfjys flá iajr 

7la jk w;r‘ㅡ^w&’iajrh isxy, NdIdfjys olakg fkd,efí'

②   isxy, NdIdfõ" WÉpdrKh wkqj j¾. flfrk jHxck .Kk 24la jk w;r fldrshka NdIdfõ 

21la fõ' isxy,fhys iam¾Y uq,sl jYfhka f>daIdËr iy wf>daIdËr f,i j¾. flf¾' 

fldrshka NdIdj .;al, jHxck WÉpdrKh lrk úg msgjk jd;fhys m%n,;ajh wkqj w,amm%dK" 

uydm%dK" W.=rg nr oS lrk Yío f,i j¾. lrkq ,efí'

③   isxy,fhys z*[f]Z iy uq¾;c zg[t]Z" zv[d]Z Yíohka we;s kuq;a fldrshka NdIdfõ fuu Yíohka 

olakg fkd,efí' isxy,fhys [l] iy [r] Yíohkag z,Z iy zrZ f,i fjkafjka jQ wlaIrhka 

;snqko fldrshka NdIdfõ fuu Yíohka folgu tlu wlaIrh fhdod.efka' zㄹZjHxck iajr 

folla w;rg fhfok úg [r] f,i WÉpdrKh lrk w;r y,alsr’ula f,i fhfok úg [l] f,i 

WÉpdrKh lrkq ,efí'

④   isxy, NdIdfõ z*[f]Z wlaIrh Y=oaO isxy, jHxckhla fkdjk w;r bx.%Sis NdIdfjka Khg .;a 

jpk lshùfïo’ m%Odk jYfhka Ndú;d flf¾'

isxy, iy fldrshka NdId ixikaokd;aul wOHhkh

S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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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dlrK3

1& mo .e,m’u

fldrshka NdIdfõ jdlHhl mo .e,m’u isxy, NdIdfõ jdlHhl mo .e,m’u yd iudk fõ' 

①   isxy, iy fldrshka NdIdjkays jdlH jHqyh zWla;h ¬ l¾uh ¬ wLHd;h(S+O+V)Z iajrEmh 

.kakd neúka wLHd;h iEu úgu jdlHhl wjidkfha fhfoa' tkuq;a jdlHhla ;=< fuu mo 

j¾. idfmalaI jYfhka ia:dk udre lr ,sùug yels w;r w¾:fhys fjkila isÿ fkdjkq we;'

 

  
uu         u,aj,g       leu;shs'

 나는             꽃을            좋아한다.

isxy, NdIdj

fldrshka NdIdj

②   NdIdjka foflysu jdlHhl kdu mohl fyda l%shd mohl mj;akd .=Khla úia;r lsr’ug Ndú;d 

lrk úfYaIK mo iEu úgu kdu mohg fyda l%shd mohg  bosrsmiska ,shkq ,efí'

   

 

,iaik u,a ,iaik u,a

예쁜 꽃

isxy, NdIdj

예쁘다 꽃fldrshka NdIdj

③   NdIdjka foflysu jdlHhl kdu mohl fyda l%shd mohl mj;akd .=Khla úia;r lsr’ug Ndú;d 

lrk úfYaIK mo iEu úgu kdu mohg fyda l%shd mohg bosrsmiska ,shkq ,efí'

        

weÿï ñ,§ .kak ´fka weÿï ñ,§ .kak ´fka

옷을 사고 싶다

isxy, NdIdj

옷을 사다 싶다fldrshka NdI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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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y; jdlHfhys z가다Z w¾:h .;a zhkjdZ hkak j¾;udk ld, l%shdmohls' fuu mofhys l=uk 

fldgiska l%shdm%lD;sh ms<sìUq lrkafkao l=uk fldgiska j¾;udk ld,h ms<sìUq lrkafkao hkak 

fjkafldg y÷kd.ek’u wmyiqh' ;j;a WodyrKhla i<ld ne,qjfyd;a" zkEjdhZ hkak z목욕했다Z 

hk w¾:h jk w;r fuu moh ia;%’,sx." tAl jpk" m%:u mqreI" w;’; ld, l%shdmohls' tfy;a fuu 

l%shdmofha l=uk fldgiska l%shdm%lD;sh ms<sìUq lrkafkao"l=uk fldgiska m%:u mqreI hkak ms<sìUq 

lrkafkao tfia;a ke;fyd;a l=uk fldgiska tAl jpk hkak w;’; ld,h hkak ms<sìUq lrkafkao 

fjkfldg y÷kd .ek’u wmyiqh'

 

친구가   신문을   보  았  겠  다  .

m%;H w;S; ld,h wkqudkh jdlH wjidkh

3&    isxy, NdIdfjys kdumo" ,sx.fNaoh^ia;% ’$mqreI$kmqxil&" jpkfNaoh^tal jpk$nyqjpk&" 

m%dKjdp’$wm%dKjdp’ f,i j¾.’lrKh lrkq ,nk w;r óg wkql+,j wLHd;Hfha iajrEmh 

fjkiajkq we;'

①   isxy, NdIdfjys l¾;D kdumofha ,sx.fNaohg wkqj wLHd;h fjkia fõ' tfy;a fldrshdka 

NdIdfõ l¾;D kdumofha ,sx.fNaohg wkqj wLHd;fha fjkiaùula isÿ fkdfõ'

  isxy, NdIdfjys l¾;D z엄마^wïud&Z fõo z아버지^;d;a;d&Z fõo hkaakg wkj z가다^hkjd&Z ys w;’; 

ld,h ms<sfj,ska z.shdhZ iy z.sfhahZ f,i fjkiaj m%ldY lrk kuq;a fldrshka NdIdfjys ,sx.

fNaohla fkdue;sj z갔다 ^.shd&Z f,i m%ldY lrkq ,efí'

 

wïud

;d;a;d
u,aj,g

.shdhs'

.sfhah'
isxy, NdIdj

엄마

아버지
집에 갔다.fldrshka NdIdj

②   isxy, NdIdfjys l¾;D taljpk o nyqjpk o hkakg wkqj wLHd;h fjkia fõ' WoyrKhla f,i 

z하다Z wLHd;h fhfok wjia:djlo’" l¾;D taljpk kï zlrhsZ f,i;a nyqjpk kï zlr;sZ f,i;a 

,shkq ,efí' kuq;a fldrshdka NdIdfõ kdumoh tal jpk fõo nyqjpk fõo hkak ms<sn| 

fkdi,ld tlu wLHd; l%uhg ,shkq ,efí'

  isxy, NdIdfjys l¾;D z엄마^wïud&Z fõo z아버지^;d;a;d&Z fõo hkaakg wkj z가다^hkjd&Z ys w;’; 

ld,h ms<sfj,ska z.shdhZ iy z.sfhahZ f,i fjkiaj m%ldY lrk kuq;a fldrshka NdIdfjys ,sx.

fNaohla fkdue;sj z갔다 ^.shd&Z f,i m%ldY lrkq ,efí'

isxy, iy fldrshka NdId ixikaokd;aul wOH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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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Hhdj

YsIHdfjd
mdvï

lrhs'

lr;s' 
isxy, NdIdj

학생이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fldrshka NdIdj

③    isxy, NdIdfõ l¾;D m%dKjdÖ o wm%dKjdÖ o hkak u; wLHd;fha iajrEmh fjkiafjhs' z있다ㅡㅡ
^hula$hïflfkla we;&Z hk w¾:h fok jdlHhl l¾;D m%dKjdÖkï z;sfhkjdZ f,i;a l¾;D 

wm%dKjdÖ kï zbkakjdZ f,i;a ,shkq ,efí' tfy;a fldrshka NdIdfõ m%dKjdÖ o wm%dKjdÖ o 

hkak ms<sn| fkdi,ld z있다Z hkl%shdmoh Ndú;d lrkq we;'

 

fmd; 

YsIHdfjd
ldurh    we;=f<a

lrhs'

lr;s'
isxy, NdIdj

책

학생
방 안에 있다.fldrshka NdIdj

 

 
4&     isxy, NdIdfõ jdlHhl wLHd;h f,i úfYaIK mohla fhfok úg wE÷ula^copula& fkdue;sj 

,súh yels w;r l%shdmo yd iudkj wLHd;fha yevfha fjkila yg fkd.kshs' tfiau wLHdkh f,i 

fhfok úfYaIK mohla w;’; ld,hg yrjd ,súh fkdyelsh'

 

tA <uhd    ,iaikg ysáhd'

그 아이는            예뻤다.

isxy, NdIdj

fldrshka NdIdj

5&     isxy, NdIdfõ jdlHhl l¾;D hkak fmkakjd o’ug l¾;Dldrl ksmd; m%;H fhdod fkd.;a;o 

fldrshka NdIdfõ jdlHhl l¾;D hkak fmkakjd o’ug l¾;Dldrl ksmd; m%;Hh Ndú;d flf¾' 

my; oelafjk WoyrKh foi wjOdkh fhduqlr ne,qjfyd;a" isxy, jdlHh ,shù we;s whqrska   
z나는 그를 좋아한다Z f,i l¾;Dldrl ksmd; m%;Hh Ndú;d fkdlr ,súh fkdyelsh'

 

   uu           thdg         leu;s'

나 + 는            그를            좋아한다. 

isxy, NdIdj

fldrshka NdI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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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xy, NdIdfõ i¾jkdu nyq,j Ndú;d lrkq ,enqj;a fldrshka NdIdfjys i¾j kdu nyq,j Ndú;d 

fkdlrhs' my; oelafjk jdlH foi wjidkh fhduql<fyd;a" isxy, WodyrKfha uq,a jdlHfha 

zhd¿jd(친구)Z hk kdumoh Ndú;d l,o fojeks jdlHfha hd¿jd fjkqjg i¾j kdu mohla jk 

zwehZ fhdod f.k we;s whqre fmfka' kuq;a óg fjkiaj fldrshka NdIdfjys fojeks jr m%ldY 

lsr’fïo’ l¾;D bj;a lr ,súu fyda z그 친구는Z f,i m%ldY lrkq ,efí'

 

Bfha hd¿jd yïnjqKd' thd ,iaik fj,d'

어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예뻐졌다.

isxy, NdIdj

fldrshka NdIdj

 

7&       isxy, NdIdfõ z이fïZ" z그ThZ" z저wrZ muKla fkdj l;dnyd lrk wjia:dfõ olakg ke;s l;d 

lrkakd iy ijkafokakd fmdÿfõ okakd fohla fyda mqoa.,fhla ms<sn| m%ldY lrk úg fhdod 

.kakd ztaZ hk i¾jkdu moho ;sfí' fldrshka NdIdfjys zThZ iy ztaZ hk w¾:hka folu tlu  

z그Zi¾jkduh Ndú;d lr m%ldY lrkq ;sfí'

8&       isxy, NdIdfõ z명사 + 이다 ^zfjñZ" zhZ&Z iajremfha jdlHlska zfjñZ iy zhZ bj;alr o ,súh yels 

kuq;a fldrshka NdIdfjys z이다Z m%;H bj;alr ,súh fkdyelsh'

 

fuh u,lafõ' (◯)
fuh u,la' (◯)

이것은 꽃이다. (◯)

이것은 꽃. (X)

isxy, NdIdj

fldrshka NdIdj

isxy, iy fldrshka NdId ixikaokd;aul wOH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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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sxy, NdIdfõ f.!rjd¾:" nyq jpk kdu mo fhdod .ksñka m%ldY lrkq we;' nyq jpk l%shdmo 

wLHd;h jYfhka ,sùfuka o f.!rj ,eìh hq;= Wiia mqoa.,fhla hkak fmkajd osh yelsh' 

fldrshka NdIdfjys úúOdldrfhka f.!rjd¾:h m%ldY l< yel' ud;Dldjg ,la fjkakdj Wiia 

lsr’ug kdu mohg msgqmiska z께Z m%;H tl;== lr" wLHd;hg z-시-Z iïnkaO lr ,shkq we;' tajf.

au fldrshdkq jd.a ud,dfõ iuyr jpkj, f.!rjd¾: mo o fjku olakg ,efí' isxy, NdIdfõ 

ijkafokakd Wiia lr olajk f.!rjd¾: l%u fkdue;s kuq;a fldrshka NdIdj .;al, jdlH 

wjidk ksmd; m%;Hfhka ijkafokakd fl;rï m%udKhlska Wiia fldg i,lkafkao hkak ms<sìUq 

lrkq ,efí'

 

wlald

wïud
f.or .shdh'isxy, NdIdj

언니 갔다.

어머니 가셨다.
집에fldrshka NdIdj

20 21



22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31 wfma rfÜ fidjq,a j,g jvd jd;h f.dvla msßisÿhs  23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wfma rfÜ fidjq,a j,g jvd jd;h f.dvla msßisÿhss

바루  철민 씨, 밖을 보세요. 지금 눈이 와요. 우와 

신기해요.
    fpd,añka uy;auhd' msg; n,kak' oeka ysu 

jefgkjd' Id wmQrehs'

철민  바루 씨는 눈을 처음 봐요?
 mdre uy;auhd ysu m<uq j;djgo olskafka@

바루  네, 우리 고향은 일 년 내내 더워요. 12월에도 

최저기온이 20도 정도라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Tõ' wfma .fï wjqreoao mqrdjgu riafkhs'

  foieïn¾ udifh;a wju WIaK;ajh fi,aishia 

wxYl 20 la ksid uqyqÿ fjr<g .syska mSkkak;a 

mq¿jka'

철민  정말요? 바루 씨 고향에 여행 가고 싶네요.
  we;a;g@ mdre uy;auhf.a rfÜ ixpdrh lrkak 

wdihs'

바루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습해요. 여행을  

하려면 여름에 가세요. 기온은 높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여행하기 좋아요.

  YS; ld,hg jeiai f.dvla jysk ksid f;;ukh 

;shkjd' ixpdrh lrkjd kï .%Siau ld,hg 

hkak' WIaKh jeä jqk;a jeiai ke;s ksid 

ixpdrh lsrSug fyd|hs'

1.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2. 바루 씨의 고향은 날씨가 어때요? 

 mqoa.,hska fofokd l=ula n,ñka isáhs o@     mdre uy;auhf.a .fï ld,l=Kh fldfyduo@

정답   1. 눈 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2. 일 년 내내 더워요.

대화 1  ixjdoh 1
Track 97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ld,.=K jd¾;d m%ldY lsÍu' ixikaOkh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지만, 보다

□ jpk Ndú;h ioyd Wmfoia ld<.=Kh" k.rfha ,laIK

□ ixialD;sl f;dr;=re fldßhdfõ mßmd,k Èia;%slal

mdre iy fpd,añka msg; n,k .uka l;d lrñka isáhs' l=ula ms<n| l;d 

lrñka isáhso@ uq,skau ixjdohg fojrla ijka§ wkq.ukh lr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ia kï my; m%Yakj,g ms<s;=re imhkak'

정도 muK

‘쯤’ hkak iuÕ udre lr Ndú;d 

l< yelsh'

·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정도  

걸려요. 
  ksjfia isg wdh;kh olajd 

úkdä 30 lska muK hkak 

mq¨jka'

· 한국에서 산 지 1년 정도  

됐어요.
  fldßhdfõ cSj;a fjkak mgka 

wrka wjqreoaola muK  

fjkjd'

신기하다 wmQrehs $ mqÿu ys;kjd 

·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하니까 정말 신기 
해요.

  úfoaYslfhl= jqj;a fldßhdkq 
cd;slfhl= jf.a fldßhdkq NdIdj 
l;d lrk ksid we;a;gu mqÿu 

ys;kjd

· TV에서 마술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신기했어요.

  TV tfla ueðla lrkjd n,,d 
f.dvla mqÿu ys;=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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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WIaK;ajh

영하
ìkaÿjg jvd wvqhs

^RK&

영상
ìkaÿjg jeâhs

습도
f;;ukh" wd¾ø;djh

최고기온
jeäu WIaK;ajh

최저기온
wvqu WIaK;ajh

기온이 높다
WIaK;ajh jeähs

기온이 낮다
WIaK;ajh wvqhs

기온이 올라가다
WIaK;ajh jeä 

fjkjd

기온이 내려가다
WIaK;ajh wvq 

fjkjd

습하다
f;;a fjkjd" w¾ø;djh 

we;s fjkjd

건조하다
úh<s fjkjd

㉠ 영상 ㉡ 최고기온 ㉢ 습도 ㉣ 최저기온 ㉤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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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⑤     ㉤

영상

최고기온

습도

최저기온

영하

2.   그림을 보고 ‘-지만’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지만.’

1)  가: 한국은 겨울에도 습해요? 

 나: 아니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

2) 가: 투안 씨 고향 날씨는 어때요? 

 나: 낮에는  

      밤에는 .

여름

낮

겨울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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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hd lrkak'

정답   1. ㉡  2. ㉢  3. ㉣  4. ㉤  5. ㉠

어휘 1  jpk ud,dj 1 날씨 ld,.=Kh

my; oelafjkafka ld,.=Kh yd ine|s úúO jpk yd m%ldYhka fõ'  

tajd fudkjd oehs úuid n,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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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 fyda úfYaIK moj,g iïnkaO lr bÈßmi jdlHhg úreoaOd¾:hla we;s 

wka;¾.;hla miqmi jdlHfhka m%ldY lrk úg fhdod .efka' kdu mo iuÕ ‘-(이)지만’ 

iajrEmfhka fhdod .kS'

·가: 수루 씨 고향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iqre uy;d .fï ir;a ld,.=Kh fldfyduo@ 

   나: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지만 습도가 낮아서 많이 덥지 않아요.  

 fi,aishia wxYl 30 olajd WIaK;ajh jeä jqkdg wd¾ø;djh wvq ksid fndfyda riafk keye'

·가: 인디카 씨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bkaÈld uy;añhf.a .u fidjq,a j,g iudko@

   나:  아니요, 서울에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 고향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keye' fidjq,a j, ñksiaiq f.dvla bkakjd jqkdg wfma .fï ñksiaiq tÉpr keye'

2. 그림을 보고 ‘-지만’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h n,d ‘-지만’ Ndú;d lrñka ixjdoh iïmQ¾K lrka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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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밤

가: 투안 씨 고향 날씨는 어때요? 

 ;=jdka uy;auhf.a rfÜ ld,.=Kh fldfyduo@

나:  낮에는                            밤에는                           . 

 oyj,g riafk kuq;a rd;%shg isis,a'

1) 가: 한국은 겨울에도 습해요? 

 fldßhdfõ Ys; ld,fha §;a wd¾ø;djh we;s fjkjd o@

나:  아니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 

  keye' .%Siau ld,hg kï wd¾ø;djh we;s kuq;a YS; ld,fha  

wd¾ø;djh k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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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겨울

정답   1. 습하지만, 습하지 않아요  2. 덥지만, 시원해요

1. 운동화는                      구두는 불편해요. 

2. 오전에는                      지금은 안 와요. 

3. 시장은                      공원은 가까워요. 

4. 저는 기타는 못                      피아노는 칠 수 있어요. 

정답   1. 편하지만  2. 왔지만  3. 멀지만  4. 치지만

문법 1  ixjdoh 1 -지만 G31-1

‘-지만’ fyd|ska wjfndaO jqkd o@ tfia kï mska;+rh n,d ysia;ekg .e<fmk 

jpkh fhdoñka ixjdoh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o@ ‘-지만’ Ndú;d lrñka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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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어서 오세요.
 idorfhka ms<s.kakjd'

칸  신도림으로 가 주세요.
 iskafodaßï j,g tlal hkak'    

택시 기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

셨어요?
   Tõ' f;arekd' kuq;a fldfya isgo meñKsfha@ 

칸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ldïfndacfha b|ka wdfõ'

택시 기사  아, 캄보디아요? 저도 한 번 여행을 

가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공기도 맑

고 시끄럽지 않고요.
  wd" ldïfndach o@ uu;a tljrla ixpdrh 

lr,d ;shkjd' we;a;gu fyd|hs" jd;h 

msßisÿhs jf.au f>daIdldrS;a keye'

칸  네,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인구도 적

고 조용해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왔

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

랐어요.
  Tõ' wfma rg fidjq,aa j,g jvd ck.ykh;a 

wvqhs' ksial,xlhs' tu ksid uq,skau fidjq,a 

j,g wdmqjyu ñksiqka f.dvla bkak ksid 

we;a;gu mqÿu ys;=kd'

어디에서 오셨어요? 
fldfya isgo meñKsfha@ 

· 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fldfya isgo meñKsfha@

 나: 콜롬보에서 왔어요.
   fld<U isghs meñKsfha'

깜짝 놀라다 we;a;gu mqÿu ys;=kd 

wkfmalaIs; fohla .ek ioyka 

lsÍfï§ mqÿuhg m;aùu fmkajhs

·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국어

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fldßhdfõ jev lrk ñ;=rd 

f.dvla olaI f,i fldßhdkq 

NdIdj l;d lrk ksid we;a;gu 

mqÿu jqkd'

· 다루키 씨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

아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drelS uy;añh yÈiaisfhu .ug 

.sh nj wy,d we;a;gu mqÿuhg 

m;a jqkd'

1. 칸 씨는 어디에서 왔어요? Ldka uy;d fldfya isgo meñKsfha@

2. 칸 씨의 고향은 어때요? Ldka uy;auhf.a .u fudkjdf.ao@

정답   1. 캄보디아   2. 서울보다 인구가 적고 조용해요.

대화 2  ixjdoh 2
Track 98

Ldka gelaishlg ke.a.d' gelais ßhÿrd iuÕ l=ula ms<sn|j l;d lrñka 

isÜhs o@ uq,skau ixjdohg fojrla ijka fokak' 

oeka Ldka iy gelais ßhÿrd w;r ixjdoh wkq.ukh lrkak' fyd|ska ijka 

oS wkq.ukh l<do@ tfykï my; m%Yakh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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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많다
ck.ykh jeähs

복잡하다
;onoh

인구가 적다
ck.ykh wvqhs

한적하다
ksikai,$ksial,xl

교통이 편리하다
.ukd.ukh myiqhs

교통이 불편하다
.ukd.ukh wmyiqhs

시끄럽다
f>daIdldrS

조용하다
ksYaYío

공기가 맑다
jd;h msßisÿhs

유명하다
ckm%shhs

친절하다
ldreKslhs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교통이 복잡해요. jevg hk iy tk fj,djg ks;ru jdyk ;onoh jeähs'

•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해요. 
 oeka Ôj;a fjk f.or Wux ÿïßh ia:dkhg wdikak neúka .ukd.ukh myiqhs'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31과_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21

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5)

3)

7)

2)

6)

4)

8)

한적하다 시끄럽다 인구가 적다 교통이 편리하다  

복잡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인구가 많다 친절하다   
보기

2.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1)  가: 투안 씨 고향은 인구가 많아요? 

 나: 아니요, 서울보다  .

2) 가: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나: 어제보다 .

고향

어제

서울

오늘

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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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5)

3)

7)

2)

6)

4)

8)

한적하다 시끄럽다 인구가 적다 교통이 편리하다  

복잡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인구가 많다 친절하다   
보기

2.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1)  가: 투안 씨 고향은 인구가 많아요? 

 나: 아니요, 서울보다  .

2) 가: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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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어제

서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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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보기 한적하다 시끄럽다 인구가 적다 교통이 편리하다

복잡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인구가 많다 친절하다

정답  1) 인구가 많다  2) 복잡하다  3) 교통이 편리하다  4) 시끄럽다

 5) 인구가 적다  6) 한적하다  7) 교통이 불편하다  8) 친절하다

어휘 2  jpk ud,dj 2 도시의 특성 k.r j, ,ÌK

k.r j, ,ÌK yd iïnkaO m%ldYhka fudkjd oehs n,uq 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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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 mohlg iïnkaO lr tu kdu moh ikaikaokfha ñkqu hkak ñka woyia fõ' 

· 가: 모니카 씨의 고향은 서울보다 커요? fudksld uy;añhf.a .u fidjq,a j,g jvd f,dl=hso@

  나: 아니요, 서울보다 작아요. keye' fidjq,a j,g jvd l=vhs'

· 가: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wo ld,.=Kh álla iS;,hsfka'

  나: 네,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어요. Tõ' Bfhg jvd WIaK;ajh wvq f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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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h n,d ixjdoh iïmQ¾K lrkak'

1)

2)

가: 투안 씨 고향은 인구가 많아요? 
 ;=jdka uy;ahf.a .fï ck.ykh wêl o@

나: 아니요, 서울보다                                                     . 

 keye' fidjq,a j,g jvd wvqhss'

어제 오늘

가: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wo ld<.=Kh fldfyduo@

나: 어제보다                                                                . 

 Bfhg jvd ^isis,hs&'

고향 서울

정답   1) 적어요   2) 시원해요

1. 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2. 스리랑카가 커요, 한국이 커요?

3. 백화점 물건이 비싸요, 시장 물건이 비싸요?

4. 운동을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문법 2  ixjdoh 2 보다 G31-2

대조적 정보 fjk;a f;dr;=re

isxy, NdIdfjka jia;+ka folla ixikaokh lrk úg zjvdZ ksmd;h fhdod .kakd kuq;a 

fldrshdkq NdIdfõoS ixikaokhg ,la jk jia;=j kdu moh w.g ‘보다’ hkak tl;= lr 

m%ldY lrkq ,efí'

·다루키보다 할샤가 키가 커요. ;relsg jvd y¾I Wiska jeähs'

‘보다’ fyd|ska wjfndaO jqkd o@ tfia kï mska;+rh foi n,ñka ixjdoh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 o@ ‘보다’ Ndú;d lrñka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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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WodyrKh wkqj ,smshla ,shd .u .ek y÷kajd fokak'

<보기>처럼 메모를 한 후에 고향을 소개해 보세요. 

가: 고향이 어디예요?
 .u fldfyo@

나: 제 고향은 필리핀 보라카이예요.
 uf.a .u ms,smSkfha fndrLdhs fõ'

가: 보라카이 날씨는 어때요?
 fndrLdhs j, foaY.=Kh fldfyduo@

나:  서울보다 더워요. 최고기온은 38도 정도이고  
최저기온은 20도 정도예요.

    fidjq,a j,g jvd riafkhs' Wmßu WIaK;ajh 

wxYl 38 jk w;r wju WIaK;ajh wxYl 20 

la fjkjd'

가: 습도도 높아요?
 wd¾ø;djh jeä o@

나: 네, 서울보다 습도가 높아요.
  Tõ' fidjq,aa j,g jvd wd¾ø;djh by<hs'

가: 보라카이는 어떤 곳이에요?
 fndrLdhs fudk me;af;a o ;sfhkafka@

나: 제 고향은 서울보다 인구도 적고 조용해요.

 그리고 바다가 유명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요.

  uf.a .u fidjq,a  j,g jvd ck.ykh wvqhs' 

ksial,xlhs' tajf.au uqyqÿfjr< m%isoaO ksid 

ixpdrlfhda fndfyda fihska fidhd tkjd'

필리핀 보라카이

ms,smSkfha fndrLdhs

최고기온
jeäu WIak;ajh  

38도
wxYl 38

최저기온
wvqu WIak;ajh

20도
wxYl 20

습도
f;;ukh $ 

wd¾ø;djh

높다
by<hs

특징
úfYaI;ajh

인구가 적다
ck.ykh wvqhs

조용하다
kSial,xlhs

바다가 유명하다
uqyqo m%isoaOhs

고향

최고기온

최저기온

습도

특징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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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구역 fldßhdfõ mßmd,k Èia;%slal

한국은 1개의 특별시(서울), 6개의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개의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시), 1개의 특별자치

도(제주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ldßhdfõ wÕ k.rh ^fidjq,a&" m%Odk m<d;a yh ^mQidka" bkafpdka" f;a.=" lajdxcq" f;afcdka" W,aidka& m%Odk 

Èia;%slal wg ^.sfhdx.sfodaa" ldxfjdkafoda" pqxfpdxmqlafoda" pqxfpdxkïfoda" afcdka,dmqlafoda" fcdka,dkïfoda" 

flHdxixmqlafoda" flHdxixkïfoda& úfYaI iajhx md,k Èia;%slalh^fiafcdx k.rh& úfYaI iajd§k md,k 

m<d; ^fcacqfoda& fõ'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불리는데, 이곳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는 사람

들이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80%가 산지이고 바다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충청도는 중

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과학과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전라

도는 한국의 최대 쌀 생산지로 전주, 광주 등의 도시가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경상도는 대구, 울산, 부산 등의 광역시가 모여 있어 바다를 중심으로 공

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던 곳으로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국제 자유 

도시로 지정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sfhdx.sfoda iy bkafpdka hk k.ro fidjq,a k.rh yd tlaj m%Odk k.r mqrjrh hkqfjka ye¢kafjk w;r 

fldrshdfõ uq¿ ck.%yKfhka yrs wvlg jvd jeä msrsila fuys jdih lrhs' lxfjdkafodays 80] lg jeä 

m%udKhla l÷j,ska iukaú; jk w;r uqyqÿ fjr,l=;a ;sfnk neúka ixpdrlfhda fndfyda fihska fidhd 

hk m%foaYhls' pqxfpdxfoda uOHhu m%foaY iy ol=Kq m%foaY iïNkaëlrK ld¾hh lrk m<d; neúka 

m%jdykh myiq jk w;r úoHdj iy mßmd,k i|yd flakaøSh uOHia:dkho fõ' fcdka,dfoda fldßhdfõ 

úYd,u iy,a ksIamdokh lrk m<d; jk w;r fpdkacq iy lajdxcq hk k.r j,ska iukaú; fjhs' 

fï m%foaY rij;a lEuj,g m%isoaO neúka 

ixpdrlhka fndfyda fokd fuu m%foaYfha 

ixpdrh lsrSug meñfKhs' flHdx.sfoda 

uydmqrh f;a.=" W,aidka" nQidka wd§ k.r j,ska 

iukaú; jk w;r uqyqo wdY%s; l¾udka;Yd,d 

úYd, jYfhka j¾Okh ù ;sfí' flHdxcq  

Yska,d rdcOdksfha wÕkqjr fõ' idïm%odhsl 

ixialD;sh wog;a b;srsj we;s neú;a fuu 

m%foaYh f,dal ixialD;sl Wreuhla f,i 

m%ldYhg m;a flreKs' fldßhdj ksfhdackh 

lrk m%Odk ixpdrl .ukdka;hla jk fÊcq 

Èjhsk" iajdNdúl mßirh iy ixialD;sl 

ixrËËKh i|yd uQ,sl;ajh f.k lghq;= 

lrk cd;sl ksoyia k.rhla f,i kï lr 

we;s neúka fldßhfõ muKla fkdj f,djmQrd 

b;d m%isoaO ixpdrl wdl¾YKhla njg m;aj 

we;'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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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dÈka ijka § wka;¾.;h yd .e<fmk mska;+rh f;darkak'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2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오늘은 덥고 습해요.   

② 30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③ 어제가 오늘보다 추웠어요. 

④ 기온이 높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요.    

5. ① 네, 인구가 적고 조용해요. 

② 네, 바다가 아주 유명해요.  

③ 아니요, 서울보다 한적해요. 

④ 아니요, 복잡하지만 공기가 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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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Track 99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오늘은 덥고 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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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어제가 오늘보다 추웠어요.

 ④ 기온이 높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요.

5.  ① 네, 인구가 적고 조용해요.

 ② 네, 바다가 아주 유명해요.

 ③ 아니요, 서울보다 한적해요.

 ④ 아니요, 복잡하지만 공기가 맑아요.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3 olajd we;af;a ixjdohg ijka § .e<fmk  ms<s;=r f;dark m%Yakhls' fydÈka 

ijka § .e<fmk ms<s;=r f;darkak'

my; oelafjkafka m%Yakhg ijka § .e<fmk  ms<s;=r f;dark m%Yakh fõ' 

ixjdoh weiSug fmr WodyrKfha ;sfnk wka;¾.;h kej; jrla fyd¢ka úui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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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오늘 날씨는 어때요? wo ld<.=Kh fldfyduo@

 여: 건조해요. úh<shs'

2. 여: 투안 씨 고향은 서울하고 비슷해요? ;=jdka uy;auhdf.a .u fidjq,a j,g iudk o@

 남:  아니요,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서 훨씬 조용해요. keye' ck.ykh;a wvqhss" ksial,xlhs'

3. 남: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fidjq,a j, .ukd.ukh myiq neúka nia r: fyda Wux ÿïßh Ndú;d lrñka  ´kEu ia:dkhlg 

myiqfjka ,Õd úh yelshs'

4. 여: 오늘 최고기온은 몇 도예요? wo mj;sk wvqu WIak;ajh lSho@

5. 남: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 fudksld uy;añhf.a .fï;a ;onoh ;sfnkjd o@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②  5. ③

1. 남: 내일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거예요. fyg ojfia ld,.=Kh Y=kHhg jvd my;g jefghs'

2. 남: 모니카 씨 고향은 날씨가 어때요? fudksldf.a .fï ld,.=Kh fldfyduo@

 여: 일 년 내내 덥고 아주 습해요. 비가 자주 내리거든요. 눈은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uq¿ wjqreoao mqrdu riafkhs iy wd¾ø;djh jeähs' jeis;a fndfyda úg weoyef,kjd' uq,au j;djg 

ysu ÿgqfõ fldßhdjg wdjg miafihs'

 남: 그래요? 제 고향은 여름에는 덥고 습하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요. 
   we;a;o@ wfma .u .sïydkfhaoS riafkhs iy wd¾ø;djh jeä jqj;a YS; R;=fõ§ ysu f.dvla 

jefgkjd'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②   2. ③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j,g ijka § .e<fmk ms<s;=re f;darkak'

 ① 저는 눈을 처음 봐요. ② 따뜻하게 입어야겠어요.

 ③ 일 년 내내 더운가 봐요. ④ 우산을 가지고 나가세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여자의 고향 날씨는 어떻습니까? ldka;djf.a .fï ld,.=Kh fldfyduo@

 ① 추워요.  ② 시원해요.

 ③ 비가 자주 와요.  ④ 눈이 많이 와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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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향은 필리핀 보라카이입니다. 보라카이는 제주도보다 작은 섬인데 연평균 기온이 27도 정도로 

일 년 내내 따뜻합니다. 그런데 6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으면 11월에서 5월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에는 기온은 높지만 습도가 낮아서 여행하기  

좋습니다. 보라카이는 연평균 최고기온이 34도이고 최저기온이 20도라서 일 년 내내 바다에 가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보라카이는 작지만 아주 아름다워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바다가 아주 

유명하니까 보라카이에 오면 바다에 꼭 가 보십시오.

uf.a .u ms,smSkfha fndrLdhs fõ' fmd,dLd lshkafka f–cq Èjhskg jvd l=vd ¥m;la jk w;r 

jd¾Isl WIaK;ajh fikaáf.%Ü wxYl 27 la muK jk ksid jir mqrd ld,.=Kh WKqiqï' 

kuq;a cQks udifha isg Tlaf;an¾ udih olajd jeiai f.dvla jysk ksid wd¾ø;djh jeähs' 

tuksid ixpdrh lrkaak leu;s kï fkdjeïn¾ isg uehs olajd ld,h ;=< hk tl fyd|hs' 

fuu ld,fhaoS WIaK;ajh jeä jqk;a wd¾ø;djh wvq ksid ixpdrh lsrSug iqÿiqhs" fndrLdhs j, 

jd¾Islj jeäu WIaK;ajh fikaáf.a%Ü wxYl 34 la jk w;r wvqu WIak;ajh fikaáf.a%Ü wxYl 

20 la ksid jif¾ ´kEu ld,hl uqyqÿ fjr<g .syska mSkkak mq¿jkalu ;sfhkjd' fndrLdhs 

l=vd Wk;a f.dvla ,iaik ksid ixpdrlhka f.dvla tkjd' ta jf.au uqyqÿ fjr< f.dvla m%isoaO 

ksid fndrLdhs j,g wdfjd;a uqyqo g wksjd¾fhkau .syska n,kak'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my; f–oh lshjd m%YaK j,g ms<s;=re imhkak'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우리 고향은 일 년 내내 따뜻합니다. 평균 기온은 보통 25도 정도이고                로   내려가는 

날이 없어서 눈이 오지 않습니다.

wfma .u wjqreoao mqrd riafkhs' idudkH WIak;ajh fi,aishia wxYl 25 jk w;r ^ìxÿjg jvd 

wvq& my< hk ld,hla ke;s ksid ysu jefgkafka keye'

     ① 날씨 ② 영하 ③ 온도 ④ 습도

2.

 

가: 가장 기온이 낮을 때는 몇 도까지 내려가요?

 úYd, jYfhka WIaK;ajh wvq fjkjd kï fldmuK my< nyskjd o@ 

나: 우리 고향의                은/는 15도 정도예요.

 wfma rfÜ jeäu WIaK;ajh fi,aishia wxYl 15 la muK fjkjd'

     ① 습도  ② 영상  ③ 최고기온  ④ 최저기온

3.

 
가: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fldßhdfõ .%Siau ld,fha jeiai f.dvla jyskjd o@ 

나: 네, 비가 많이 와서                이/가 높아요. 

 Tõ" jeiai f.dvla jeysk ksid ^wd¾ø;djh & jeähs'

     ① 습도  ② 날씨  ③ 최고기온  ④ 최저기온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3 olajd we;af;a ysia;ekg jvd;a .e<fmk jpk f;dark m%Yakhs' 

wka;¾.;hg .e<fmk jpk f;darkak'

my; oelafjk f–oh lshjd m%Yak folgu ms<s;=re imhkak' b.k.;a foa u;la 

lrñka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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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④  3. ①  4. ②  5. ①

4.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fuh l=ula ms<sn|j oelafjk f–ohlao@

 ① 고향 음식  ② 고향 날씨  ③ 휴가 계획  ④ 여행 경험

5. 보라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fndrLdhs ms<sn|j lshefjk wi;H m%ldYh f;darkak'

 ① 제주도보다 큽니다.   ② 11월에는 습도가 낮습니다.

 ③ 1월에도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④ 7월과 8월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정답   1. ①   2. ②

1.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oelafjk fþoh lshjd l=ula ms<sn| ioyka ù we;s fþohlao hkak f;darkak'

 

제 고향은 일 년 내내 춥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평균 32도로 조금 덥습니다. 겨울에는 평균 

20도로 따뜻합니다. 

uf.a .u wjqreoao mqrdu iS;, kEye' .sïydk ld,fhaoS idudkH WIak;ajh wxYl 32 la muK jk 

ksid ;rula riafkhs' YS; R;=fj§ idudkH WIak;ajh wxYl 20 la muK jk neúka Wkqiqï fõ'

 ① 기온  ② 날짜         

 ③ 시간  ④ 요일

2.   다음 글을 읽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my; fþoh lshjd wka;¾.;h yd iudk ms<s;=r f;darkak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꽃이 많이 핍니다. 여름은 덥고 습도가 높습니

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수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을은 바람이 상쾌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계절이라서 여행하기 좋습니다. 겨울은 날씨가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fldßhdfõ R;= 4la we;' jika; ld,h WKqiqï jk w;r u,a fndfyda msfmk iuh fõ' .sïydk 

ld,h riafkhs fukau wd¾ø;djho jeähs' tu ksid fuu ld,hg fndfyda fokd uqyqfoa msyskSug 

hhs' ir;a iD;=fõ § yuk iq<x kejqïh' ;jo ir;a ld,h jvd;a iqkaoru R;=j jk ksid úfkdao 

.uka hdug;a iqÿiqu ld,h fuh fõ' YS; R;=fõ § ld,.=Kh b;du;a iS;, jk w;r ysu;a f.dvla 

jefghs'

 ① 한국의 계절은 날씨가 모두 같습니다.

 ②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③ 한국의 여름은 시원해서 사람들이 바다에 갑니다.

 ④ 한국의 겨울은 사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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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오늘 점심 메뉴는 삼계탕이네요.
   wo oyj,a lEug ;sfnkafka iïf.;a:x'

지훈  리한 씨, 오늘은 복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복날에 삼계탕을 먹어요. 

   ßyka uy;d wo jvd;au riafka ojihs' fldßhka 

cd;slhka jvd;au riafka ojig iïf.;a:x 

wdydrhg .kakjd'

리한  정말요? 날씨가 더운데 왜 뜨거운 삼계탕을  
먹어요? 

  we;a;o@ ld,.=Kh riafka Wk;a wehs WKqiqï 

iïf.;a;x wdydrhg .kafka@

지훈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sïydk ld,hg WKqiqï lEu cd;s wdydrhg .;aúg 

YÍrh WKqiqï ù iykhla oefkkjd' 

리한  그래요? 요즘 저도 너무 더워서 힘이 없었는데 
잘됐네요. 

  tfyuo@ fï Èkj, ug;a f.dvla riafka ksid 

we.g mK keye' fyd|hs tfykï'

더위 riakh 

.sïydk ld,fha WKqiqï jd;dY%h

· 한국은 8월에 더위가 가장  
심해요.
fldßhdfõ wf.daia;= udifha 
riafka fydogu jeähs'

· 한국에서는 여름에 더위를 잘  
견디기 위해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fldßhfjS kï .sïydk 
ld,fhaoS riafka ord.ekSug 
WKqiQï lEucd;s wdydrhg 
.kakjd'

32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fndlak,a ^WKqiqu jeäu Èkhg& Èkhg iïf.aÜgka wdydrhg .kakjd

1. 두 사람은 점심에 뭘 먹어요?  fofokd oyj,a lEug fudkjo .;af;a@

2.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wo ljoo@

정답   1. 삼계탕  2. 복날

대화 1  ixjdoh 1
Track 100

잘됐다 fyd|hs

hï lghq;a;la fyd¢ka isÿù 
i;=gqodhl kï fuu fhÿu Ndú;d 
lrhs'

·가: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úNd.fhka iu;a jQ ksid 
fldßhdfõ jev lrkak 
wjia:dj ,enqkd'

 나: 잘됐네요. 축하해요.
  fyd|hssfka' uf.ka iqnme;=ï'

·가:   다음 달에 고향에 갔다올  
거예요. 휴가를 받았거 
든요.

  ,nk udifha .ug .sys,a, 
tkjd' ksjdvqjla yïnqkdfka'

 나:   고향에 간 지 오래됐는데  
잘됐네요.

   .fï f.dv ldf,lska .sh 
ke;s ksid fyd|hssfka'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fldßhdfõ wdydr mdk yd iïnkaO ixialD;sh 

ms<sn| oek.ekSu $ wdydr ms<sfh, lrk wdldrh 

□jHdlrK  Ndú;h ioyd Wmfoia -(으)ㄴ, -아서/어서

□ jpk Ndú;h ioyd Wmfoia  R;= j,g wfõksl wdydr$ wuqøjH yd idok 

wdldrh 

□ ixialD;sl f;dr;=re úfYaI Èkj,§ wdydrhg .kak lEu  

my; oelafjkafka ßyka yd ðkayqka w;r fonihs' uq,skau fonig fojrla 

ijka oS wkq.ukh lr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ia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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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다/차갑다
is;,hs

뜨겁다
WKqiqï

여름 음식 
.sïydk ld,fhaoS wdydrhg 

.kakd lEu cd;s

콩국수
fldxl=laiq

팥빙수
md;amskaiq

냉면
fkxïfhdaka

삼계탕
iïf.;a:x

찐빵
caðkamamx

호떡
fyd;af;dla

겨울 음식 
iS; ld,fhaoS wdydrhg 

.kakd lEu cd;s

팥죽
m;apqla

군고구마
ly n;,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fndlak,a ^WKqiqu jeäu Èkhg& Èkhg iïf.aÜgka wdydrhg .kakjd

1.   사진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e<fmk jpkh WodyrK j,ska f;dard ,shkak'

2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사진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5)

3)

7)

2)

6)

4)

8)

팥빙수 삼계탕     군고구마    팥죽    

콩국수    찐빵    냉면     호떡  
보기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ㄴ’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words provided in the box using ‘-(으)ㄴ.’ 

1) 가: 어느 식당에 갈까요? 

 나: 저기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요. 

2)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나: 오늘은 추우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요.

3) 가: 어디 아파요?

 나: 아까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보기 따뜻하다                            차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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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 in the blanks with words provided in the box using ‘-(으)ㄴ.’ 

1) 가: 어느 식당에 갈까요? 

 나: 저기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요. 

2)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나: 오늘은 추우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요.

3) 가: 어디 아파요?

 나: 아까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보기 따뜻하다                            차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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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사진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5)

3)

7)

2)

6)

4)

8)

팥빙수 삼계탕     군고구마    팥죽    

콩국수    찐빵    냉면     호떡  
보기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ㄴ’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words provided in the box using ‘-(으)ㄴ.’ 

1) 가: 어느 식당에 갈까요? 

 나: 저기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요. 

2)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나: 오늘은 추우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요.

3) 가: 어디 아파요?

 나: 아까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보기 따뜻하다                            차다                           많다 

한국어 표준교재 31~40.indd   28 2014-06-11   오전 9:43:49

1)

5)

2)

6)

3)

7)

4)

8)

보기 팥빙수 삼계탕 군고구마 팥죽

콩국수 찐빵 냉면 호떡

정답   1) 군고구마  2) 팥빙수  3) 삼계탕  4) 찐빵  5) 냉면  6) 호떡  7) 콩국수  8) 팥죽

어휘 1  jpk ud,dj 1 계절 음식 R;=j,g wdfõksl lEu cd;s

my; oelafjkafka R;= j,g wdfõksl lEu j,g wod, fhÿï fõ' fudkjdf.a 

fhÿï ;sfíoehs n,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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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fYaIK mohlg iïnkaO ù msgqmiska meñfKk kdu moh úia;r lrk kdu úfYaIKhl 

ld¾hh lrhs¡ ‘있-’ iy ‘없-’ j,g msgqmiska fhfok úg ‘-는’ iajrEmh Ndú;d lrhs¡

자음 (jH[ackh) + -은 모음 (iajrh), 자음 (jH[ackh) ‘ㄹ’ + -ㄴ 

작다 → 작은 크다 → 큰

·가: 리한 씨, 배가 많이 아파요? ßydka uy;d" nv f.dvla ßfokjo@ 

  나: 네, 아까 찬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Tõ' biafi,a,d iS;, foaj,a f.dvla lEj ksid jf.a 

· 가: 누가 지민 씨예요? ljqo ðñka uy;d@

 나: 저기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w;k bkak ñá mqoa.,hdhs'

·가: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없어요? fï <Õ ri wjkay,la keoao@

 나:   서울 식당에 가 보세요. 불고기가 아주 맛있어요. fida,a wjkay,g .sys,a,d n,kak' nq,af.d.s f.dvla rihs'

·집이 먼 곳에 있는 사람부터 출발하세요. f.or ÿßka ;shk mqoa.,hdf.a isg msg;ajkak' 

정답   1. 시원한 물을 마셔요  2. 맛있는 불고기를 먹어요  3. 친절한 사람을 만나요

1. (시원하다, 물, 마시다)                                .  2. (맛있다, 불고기, 먹다)                                . 

3. (친절하다, 사람, 만나다)                                . 

ysia;ekg .e<fmk jpkh WodyrK j,ska f;dard foni iïmq¾K 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ㄴ’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어느 식당에 갈까요? fudk wdmk Yd,djg huq o@

 나: 저기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요. fudk wdmk Yd,djg huqo@

2)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fudkjdo lkafka@

 나: 오늘은 추우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요. wo iS;, ksid WKqiqï lEula lkak ´fka'

3) 가: 어디 아파요? wikSmo@

 나: 아까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állg l,ska iS;, lEu ld,d oeka nv álla ßfokjd'

 
보기

따뜻하다

차다

많다

정답   1) 많은  2) 따뜻한  3) 찬

문법 1  ixjdoh 1 -(으)ㄴ G32-1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푹 쉬세요. fyd|g úfõl .kak'

가: 그럼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봅시다. tfykï i;swka;h fyd|g .;lr,d iÿod g yuqfjuq'

나: 네, 반장님. 주말 동안 푹 쉬세요. yrs" lKavdhï kdhl;=ud;a i;swka;fha fyd¢ka úfõl .kak'

‘-(으)ㄴ’ fyd|ska wjfndaO jqkd o@ tfyu kï by; fhÿï Ndú;d lrñka my; 

foni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 o@ ‘-(으)ㄴ’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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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  투안 씨, 삼겹살을 좋아해요?
 ;=wka uy;d iï.afhdaíi,a j,g leu;s o@

투안  네, 저는 한국 음식 중에서 삼겹살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식

탁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이 좀 

신기했어요. 
  Tõ" uu kï fldßhdkq lEu w;ßka 

iï.afhdaíi,a j,g jeäfhkau leu;shs' 

kuq;a uq,a ojiaj, lEu fïih Wv uia 

mq¿iaid lk tl oel,d mqÿu ys;=kd' 

건우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는 음

식이 많아요.
  tfyuo@ fldßhfõ kï fï úÈyg lk lEu 

cd;s f.dvla ;sfhkjd'

투안  우리 나라에서는 식탁 위에서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서 처음 고기를 먹을 때 식탁 위에 불

이 있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wfma rfÜ kï lEu fïih Wv lEu 

msiskafka keye' ta ksid fldßhdfõ§ uq,skau 

uia wdydrhg .kakd úg lEu fïih Wv 

.skaor ;sfnkjd oel,d nh ys;=kd'

중에서 w;ßka

bÈßfha mjik iEu fohlau 
wvx.=hs hkak woyia fõ'

· 저는 과일 중에서 딸기를  
제일 좋아해요.

  uu m<;=re w;ßka iafg%dafnß 
j,g f.dvla leu;shs'

· 투안 씨는 제 친구 중에서  
키가 제일 커요.

  ;=wka uy;d uf.a hy¿jka 
w;ßka Wiu flkd'

직접 fl<skau ^;ud úiskau iy 

fm!oa.,slj hk w¾:hka o we;&

· 환전을 하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 해요. 

  uqo,a udre lrkak kï 

fl<skau nexl=jgu hkak 

´fka'

· 저는 음식을 사 먹지 않고  
직접 요리해서 먹어요.  

  uu lEu ñ,§ .kafka ke;=j 

fl<skau yo,d lkjd'

1.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fofokd oeka fldfyao hkafka@

2. 투안 씨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wka fldßhdkq lEu w;ßka jvd;au leu;s lEu cd;sh l=ulao@ 

정답   1. 식당  2. 삼겹살

대화 2  ixjdoh 2
Track 101

fldkajQ yd ;=wka iï.afhdaíi,a .ek l;d lrñka isáhs'

fldkajQ yd ;=wka f,i foni kej; lshj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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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uia

채소
t<j¨

생선
ud¿

소고기
.j uia

닭고기
l=l=,a uia

돼지고기
Wre uia

양고기
neg¿ uia

파
,slaia

양파
,QkQ

마늘
iqÿ ,QKq

감자
w¾;dm,a

당근
lerÜ

끓이다
;ïnkjd

삶다
;ïnkjd

굽다
mqÉpkjd

볶다
nÈkjd

튀기다
.eUqre f;f,a nÈ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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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sentences to the most appropriate pictures. 

① 감자를 튀기세요. • • ㉠    • •ⓐ 

② 생선을 구우세요. • • ㉡    • •ⓑ 

③ 당근을 볶으세요. • • ㉢    • •ⓒ 

④ 돼지고기를 삶으세요. • • ㉣    • •ⓓ 

2. 그림을 보고 ‘-아서/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아서/어서.’ 

1)  가: 양파는 어떻게 해요? 

  나:  넣으세요. 

2)  가: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나:  먹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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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연결하세요. jdlH lshjd .e<fmk mska;+rh hd lrkak'

㉠ ㉡ ㉢ ㉣

ⓐ ⓑ ⓒ ⓓ

① 감자를 튀기세요. ② 생선을 구우세요. ③ 당근을 볶으세요. ④ 돼지고기를 삶으세요.

정답   ① ㉠ ⓓ  ② ㉢ ⓒ  ③ ㉣ ⓑ  ④ ㉡ ⓐ

어휘 2  jpk ud,dj 2 재료 및 조리법 wuqøjH yd idok wkaou

lEu msiSug .kak wuqøjH yd wdydr msisk wkaou yd iïnkaO m%ldYkhka 

fudkjd oehs oek.ksuq o@

by; bf.k .;a jpk kej; u;la lrñka m%Yakj,g ms<s;=re im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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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lg iïnkaO ù uq,a jdlHfha l%shdldrlu msgqmi jdlHfhys l%shdldrlug jvd 

ld,dkql+,j l,ska isÿjQ nj woyia lsrSfuoS Ndú;d fõ¡

ㅏ, ㅗ → -아서 ㅓ, ㅜ, ㅣ wd§ → -어서 하다 → 해서

가다 → 가서

만나다 → 만나서

 찍다 → 찍어서

내리다 → 내려서

하다 → 해서

요리하다 → 요리해서

· 가: 오늘 저녁은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wo ? lEu t<shg .sys,a,d luqo@

  나: 아니요, 그냥 집에서 먹어요. keye" kslx f.oßka luq'

· 가: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mjqf,a whg ;E.s heõjo@

    나: 네, 옷을 사서 보냈어요. Tõ" we÷ï ñ,g f.k heõjd'

mska;=r foi n,d ‘-아서/어서’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32과_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31

연습 2

1.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sentences to the most appropriate pictures. 

① 감자를 튀기세요. • • ㉠    • •ⓐ 

② 생선을 구우세요. • • ㉡    • •ⓑ 

③ 당근을 볶으세요. • • ㉢    • •ⓒ 

④ 돼지고기를 삶으세요. • • ㉣    • •ⓓ 

2. 그림을 보고 ‘-아서/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아서/어서.’ 

1)  가: 양파는 어떻게 해요? 

  나:  넣으세요. 

2)  가: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나:  먹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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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아서/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양파는 어떻게 해요？,QkQ j,g fudlo lrkafka@

나: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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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sentences to the most appropriate pictures. 

① 감자를 튀기세요. • • ㉠    • •ⓐ 

② 생선을 구우세요. • • ㉡    • •ⓑ 

③ 당근을 볶으세요. • • ㉢    • •ⓒ 

④ 돼지고기를 삶으세요. • • ㉣    • •ⓓ 

2. 그림을 보고 ‘-아서/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아서/어서.’ 

1)  가: 양파는 어떻게 해요? 

  나:  넣으세요. 

2)  가: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나:  먹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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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fï lEu cd;sh lkafka fldfyduo@

나:                              먹으면 돼요. 

정답   1) 볶아서  2) 끓여서

문법 2  ixjdoh 2 -아서/어서 G32-2

 ‘-아서/어서’ iy ‘-고’

‘-아서/어서’ yd ‘-고’ l%shdjka isÿjk wkqms<sfj, fmkajhs' ‘-아서/어서’ l%shdjka fol tlsfklg 

ióm iïnkaO;djla  we;s úg fhdod .kakd w;r m<uq jdlHfha l%shdfõ wl¾ul iy 

il¾ul ish,a,u wvx.= úh yelsh' kuq;a ‘-고’ l%shdjka fol isÿjQ wkqms<sfj, muKla 

olajk w;r l%shdjka fofla iïNkaOhla we;súg Ndú;d fkdlrhs' tfukau m<uq jdlHfha 

il¾ul l%shdmo nyq,j Ndú;d fõ'

·  밥을 먹어서 이를 닦아요.(X) 밥을 먹고 이를 닦아요.(O)

·  책을 사서 읽었어요.(O) 책을 사고 읽었어요.(X)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fydogu rihs'

가: 불고기 맛이 어때요? nq,af.da.s ri o@

나: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fydogu rihs'

‘-아서/어서’ fyd|ska wjfndaO jqkdo@ tfia kï by; jHdlrKhka fhdod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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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어제 저녁에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What did you have last night? Following the example, make your own answer. 

보기 가: 모니카 씨,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나: 집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가: 맛있었어요?

나: 네, 정말 맛있었어요. 

<재료>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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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ha ?g fudkjo lEfõ@ WodyrKfha oelafjk wdldrhg l;d lr n,kak'

보기

어제 저녁에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가: 모니카 씨,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fudksld uy;añh Bfha ?g fudkjo lEfõ@

나: 집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f.or§ nq,af.da.s lkjd'

가: 맛있었어요? 
 rihs o@

가: 네, 정말 맛있었어요. 
  Tõ' we;a;gu rihs'

<WodyrK>

<조리법> 

<idok wdldrh>

<재료>

<wuqøjH>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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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날 먹는 음식
úfYaI Èkj,§ wdydrhg .kakd lEucd;s

여름철 중 가장 더운 때를 ‘복날’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때 삼계

탕을 먹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없는데 인삼, 밤, 마늘 

같은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으면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

러분도 힘이 없는 여름 날 삼계탕을 드셔 보세요. 

.sïydk ld,fha jvd;a riafka Èkh 복날 f,i y÷kajhs' fldßhdkq 

cd;slhka fuu Èkhg iïf.;a:x wdydrhg .kakjd' .sïydk ld,hg 

jeämqr oyäh ouk ksid f;fyÜgqjg m;afjk úg bkaiñ" iqÿ,Qkq" jeks 

fyd| wuqøjH f.dvla wvx.= jk iïf.;a:x wdydrhg .;fyd;a we.g 

mKla ,efnkjd' Tn;a we.g mKla ke;s .sïydk Èkhl iïf.;a:x 

wdydrhg f.k n,kak'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케이크도 먹고 맛있는 음

식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

은 바로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산모가 아기를 낳은 후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것은 낳아 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

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fldßhdkq cd;slhka WmkaÈkhg l=uk wdydr j¾. .kakjdo@ flal=;a 

wdydrhg .kak w;r fjk;a rij;a lEu;a wdydrhg .kakjd' kuq;a 

WmkaÈkhg wksjd¾hfhkau wdydrhg .kak lEu cd;shla ;sfnkjd' 

ta ñfhdala l=la' ñfhdala l=la ujla orefjl= ìysl< miq lEug .kak 

wdydrhhs" ta ksid Wmkaoskhg ñfhdalal=la wdydrhg .ekSu wmj ìysl< ujf.a fifkyi isyslr ta 

fjkqfjka ia;=;sjka; ùu w¾:j;a fjhs'

함께 먹는 음식 tlg .kakd wdydr

한국에서는 밥과 국을 제외하고는 반찬이나 찌개와 같은 음식은 식탁 위에 놓고 밥을 먹는 사람들과 같이 

먹습니다. 식탁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찌개를 끓여 먹을 때에는 각자의 접시에 덜어서 먹으면 됩니다. 

fldßhfjoS kï n;a iy l=la ^iqma& yer wfkl=;a lEu cd;s lEu fïih u; ;nd fnodyodf.k wdydrhg 

.kakjd' lEu fïih u; uia mq¿iaid lEu fyda biagq r;alr lk úg ;u ;ukaf.a msÕdkg oudf.k 

lkjd'

문화  ixialD;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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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jg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이 사람은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fuu mqoa.,hd wehs fldßhdkq lEuj,g leu;s@

 ① 한국 음식은 시고 답니다.  ② 한국 음식은 맵지 않습니다.

 ③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습니다.  ④ 한국 음식은 싱겁지만 맛있습니다.

4. 무슨 음식에 대한 설명입니까? l=uk lEu j¾.hla ms<sn| ye|skaúula o@

 ① 불고기   ② 비빔밥

 ③ 김치찌개   ④ 된장찌개

5.  이 사람이 여름에 먹는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fuu mqoa.,hd .sïydk ld,hg lkafka ke;s lEu cd;sh l=ulao@

 ① 냉면   ② 삼계탕

 ③ 삼겹살  ④ 콩국수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1. 이것은 무엇입니까? fïl fudllao@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합니까? oeka fudlo lrkafka@

 ①   ②   ③   ④ 

Track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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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이 사람은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① 한국 음식은 시고 답니다. ② 한국 음식은 맵지 않습니다.

③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습니다. ④ 한국 음식은 싱겁지만 맛있습니다.

4. 무슨 음식에 대한 설명입니까? 

① 불고기  ② 비빔밥    

③ 김치찌개  ④ 된장찌개

5. 이 사람이 여름에 먹는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냉면  ② 삼계탕 

③ 삼겹살  ④ 콩국수

Track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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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sg 2 olajd oelafjkafka mska;=rh foi n,d tu mska;=rhg wod, jdlH 

f;dark m%Yak fõ' fydÈka ijka oS .e<fmk mska;=rh f;darkak'

my; oelafjkafka fonig ijka§ m%Yakhg .e<fmk  ms<s;=r f;dark m%Yak fõ' 

fonig ijka§ug fmr WodyrKh tlajrla fydÈ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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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양파입니다. ,QkQ' ② 남: 당근입니다. lerÜ'

 ③ 남: 감자입니다. w¾;dm,a' ④ 남: 생선입니다. ud¿'

2. ① 여: 생선을 굽습니다. ud¿ mqÉpkjd' ② 여: 생선을 튀깁니다. ud¿ nÈkjd'

 ③ 여: 생선을 삶습니다. ud¿ ;ïnkjd' ④ 여: 생선을 볶습니다. ud¿ .eUqre f;f,a nÈkjd'

3. 남: 수피카 씨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iqmsld uy;añh fldßhdkq lEuj,g leu;s o@

 여:  네, 정말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Tõ' f.dvla leu;shs' fldßhdkq lEu ier jqk;a rihs'

4. 여: 김치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lsïÑ iqma yokafka fldfyduo@

 남:  먼저 김치를 볶으세요. 그리고 물을 넣고 끓이면 돼요. 
  uq,skau lsïÑ nÈkak' Bg miqj j;=r od,d ;eïnqjyu yrs'

5. 남:  수진 씨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보통 뭘 먹어요? 

  iqðka uy;añh fïjdf.a riafka Èkj,g fudkjf.a lEuo lkafka@

 여:  저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삼계탕도 먹어요. 
    uu is;, fkkaïfhdaka fyda fldxl=laiq ks;r wdydrhg .kakjd' tajf.au weÕg mKla ke;sjqkyu 

iïf.;a;x wdydrhg .kakjd'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①  3. ③  4. ③  5. ③

1. 남: 오늘이 복날이라서 삼계탕을 먹으러 온 사람이 많네요. 좀 기다려야겠어요.  
   wo fmdlak,a ^riafka jeäu oji& ksid iïf.;a:x lEug wdmq ñksiaiq f.dvla bkakjdfka' ál 

fõ,djla ?oS bkak fjhs'

 여: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fujdf.a riafk ld,.=Khl wehs WKqiqï wdydr lEug .kafka@ 

 남: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을 더 많이 흘리잖아요. 땀이 나면 체온이 낮아져서 오히려 시원해

지거든요. 
   .sïydkfha§ WKqiqï wdydr .kakd úg fndfyda fihska oyäh oukjd' oyäh oeuQ úg YÍr 

WIaK;ajh my< f.dia isis,a fjk ksihs'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③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다음 중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my;  oelafjk ms<s;=re w;ßka wka;¾.;hg iudk ms<s;=r l=ulao@

 ① 여름에는 삼계탕이 인기가 없습니다.

 ② 두 사람은 오늘 시원한 음식을 먹을 겁니다.

 ③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④ 삼계탕은 뜨겁지 않아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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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재료 wuqøjH> 

김치 300g, 돼지고기 100g, 양파 1개, 파 조금, 식용유 조금

lsïÑ .%Eï 300" W!re uia .%Eï 100a" ,Qkq  1 l f.ähla" ,Slaia álla" wdydr msisk f;,a

<조리 방법 idok wdldrh> 

1.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적당하게 써세요. lsïÑ yd W!re uia we;s muKska lmd.kak'

2.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고 식용유를 조금 넣어서 볶으세요.
   lsïÑ yd W!re uia Ndckhlg oud  wdydr msisk f;,a álla oud neo.kak' 

3.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세요. Ndckhg j;=r oud r;a lrkak' 

4. 물이 끓으면 양파와 파를 넣으세요. j;=r fyd¢ka kegq miq ,Qkq yd ,slaia oukak'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my; fþoh lshjd m%Yakj,g ms<s;=re imhkak'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밥과 함께 국이나 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같이 먹어요. 이때 밥하고 

국, 찌개는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fldßhdkq cd;slhka n;a  wdydrhg .kakdúg ta iuÕ iqma  j¾. fyda biagq j¾. yd ;j;a fndfyda 

w;=re lEu j¾. wdydrhg .kS' túg n;"a iqma yd biagq yekaolska wdydrhg .kakd w;r w;=re lEu 

j¾. ,S l+re j,ska wdydrhg .kS'

3.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eg¿jg ms<s;=re imhkak'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by; jdlH yd .e<fmk  fhÿï f;darkak'

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빵과 우유를 먹어요.

②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③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해요.

④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같이 잡고 밥을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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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식탁이 큽니다.      ② 컵이 필요합니다.

  ③ 그릇이 많습니다.         ④ 음식이 뜨겁습니다.

2.  ① 당근을 볶고 있습니다.    ②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③ 감자를 튀기고 있습니다.  ④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3.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밥과 함께 국이나 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같이 

먹어요. 이때 밥하고 국, 찌개는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빵과 우유를 먹어요.

②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③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해요.

④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같이 잡고 밥을 먹어요.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 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물과 김치를 같이 넣고 끓여야 돼요.

② 김치하고 돼지고기는 따로 볶아야 돼요.

③ 양파하고 파는 돼지고기하고 같이 넣어요.

④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볶은 후에 물을 넣으면 돼요.

<재료>

김치 300g, 돼지고기 100g, 
양파 1개, 파 조금, 식용유 조금

<조리 방법>

1.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적당하게 써세요.

2.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고 
식용유를 조금 넣어서 볶으세요.

3.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세요. 

4. 물이 끓으면 양파와 파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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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식탁이 큽니다.  ② 컵이 필요합니다.

③ 그릇이 많습니다.  ④ 음식이 뜨겁습니다.

   32과_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요  3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식탁이 큽니다.      ② 컵이 필요합니다.

  ③ 그릇이 많습니다.         ④ 음식이 뜨겁습니다.

2.  ① 당근을 볶고 있습니다.    ②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③ 감자를 튀기고 있습니다.  ④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3.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밥과 함께 국이나 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같이 

먹어요. 이때 밥하고 국, 찌개는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빵과 우유를 먹어요.

②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③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해요.

④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같이 잡고 밥을 먹어요.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 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물과 김치를 같이 넣고 끓여야 돼요.

② 김치하고 돼지고기는 따로 볶아야 돼요.

③ 양파하고 파는 돼지고기하고 같이 넣어요.

④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볶은 후에 물을 넣으면 돼요.

<재료>

김치 300g, 돼지고기 100g, 
양파 1개, 파 조금, 식용유 조금

<조리 방법>

1.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적당하게 써세요.

2.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고 
식용유를 조금 넣어서 볶으세요.

3.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세요. 

4. 물이 끓으면 양파와 파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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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당근을 볶고 있습니다.  ②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③ 감자를 튀기고 있습니다.  ④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y 2 mska;+rh foi n,d .e<fmk jdlH f;dark m%Yak fõ' wxl 3 

wka;¾.;h lshjd ta yd .e<fmk ms<s;=r f;dark  m%Yak fõ' m%Yak fydÈka lshjd 

.e<fmk ms<s;=r f;darkak'

my; oelafjkafka lEu idok wdlrh ms<sn| fþohls' bf.k.;a foaa isys lrñka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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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식탁이 큽니다.      ② 컵이 필요합니다.

  ③ 그릇이 많습니다.         ④ 음식이 뜨겁습니다.

2.  ① 당근을 볶고 있습니다.    ②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③ 감자를 튀기고 있습니다.  ④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3.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밥과 함께 국이나 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같이 

먹어요. 이때 밥하고 국, 찌개는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빵과 우유를 먹어요.

②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③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해요.

④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같이 잡고 밥을 먹어요.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 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물과 김치를 같이 넣고 끓여야 돼요.

② 김치하고 돼지고기는 따로 볶아야 돼요.

③ 양파하고 파는 돼지고기하고 같이 넣어요.

④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볶은 후에 물을 넣으면 돼요.

<재료>

김치 300g, 돼지고기 100g, 
양파 1개, 파 조금, 식용유 조금

<조리 방법>

1.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적당하게 써세요.

2.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고 
식용유를 조금 넣어서 볶으세요.

3.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세요. 

4. 물이 끓으면 양파와 파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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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fuu lEug fkdoEuQ wuqøjH l=ulao@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lshjQ fþohg .e<fmk m%ldYkh f;darkak'

① 물과 김치를 같이 넣고 끓여야 돼요.

② 김치하고 돼지고기는 따로 볶아야 돼요.

③ 양파하고 파는 돼지고기하고 같이 넣어요.

④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볶은 후에 물을 넣으면 돼요.

① ②

③ ④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③  5. ④

정답   1. ②  2. ④  3. ①  4. ②  5. ①

[1~2]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oelafjk fþoh lshjd l=ula ms<sn| ioyka ù we;s fþohlao hkak f;darkak'

1.

 

한국 사람들은 계절마다 즐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차갑고 시원한 냉면,  

콩국수, 팥빙수 등을 많이 먹습니다. 겨울에는 뜨거운 국이나 따뜻한 팥죽, 군고구마, 

호떡 등을 자주 먹습니다.

fldßhdkq cd;slhka R;=jla mdid wkqNj lrk úfYaI wdydr ;sfí' .sïydkfha§ fkxïfhdka 

^isis,a kQâ,ia&" fldxl=laiq ^fidahd kqâ,ia& " m;amsxiq ^iQrmq whsia j,ska idok w;=remi& jeks 

iS;, lEu j¾. wdydrhg .kshs' YS; R;=fõ§ fndfyda úg WKqiqï r;= fndaxÑ iqma" mq¿iaimq 

meKs w¾;dm,a iy fyd;af;dla  jeks lEu j¾. ks;ru wdydrhg .kshs'

 ① 음식 재료 ② 계절 음식 ③ 조리 도구 ④ 조리 시기

2.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더위를 이기기 위해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닭과 마늘, 대추, 인삼 등을 넣은 후 오래 끓이

면 됩니다.

fldßhdkq cd;slhka .sïydkfha§ riafkg Tfrd;a;= §ug iïf.;a:x wdydrhg .kshs' 

iïf.;a:x iE§u wmyiq fkdfõ' m<uqj n÷klg j;=r jlalr l=l=,a uia" iqÿ ¿Qkq" f;apq iy 

ðkafika.a jeks fldßhdkq T!IO me<Eá tla lr jeä fõ,djla r;a lrkak'

 ① 계절 소개 ② 날씨 정보 ③ 음식 주문 ④ 조리 방법

확장 연습 jeäÿr wNHdi

정답   1. ②   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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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fidxfmHdka yok w;aoelSula ,nd .kak mq¿jka

리한  지훈 씨, 설날에 고향에 잘 다녀왔어요?
  csyqka uy;d" w¨;a wjqreoafoaa .ug mßiaifuka 

.syska wdjd o@

지훈  네, 오랜만에 가족들을 봐서 정말 좋았어요.  
리한 씨는 설날에 뭐 했어요?

  Tõ" f.dvla ld,hlska mjqf,a whj oelal ksid 

we;a;gu i;=gqhs' ßwka uy;aud w¨;a wjqreoaog 

fudlo lf<a@

리한  한국 친구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

  fldßhdkq hy¿fjl=f.a f.or .syska f;dlal=la 

ld,d hqkafkdß;a fi,a,ï l<d'

지훈  재미있었겠어요.  úfkdaockl fjkak we;s'

리한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았어요.

  Tõ" we;a;g u úfkdaockl jqKd' ta jf.au hy¿jdf.a 

foudmshkag wdpdr;a lr,d wjqreÿ ;E.s uqo,q;a ,enqKd'

지훈  우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정말 좋았겠어요. 
   kshuhs" we;a;gu úfYaI jQ w;aoelSulafka' we;a;g u 

i;=gqfjkak we;s' 

오랜만 f.dv ld,hlska
hï isÿùula isÿù kej; ta isÿùu we;s ùu olajd ld,h$ fndfyda l,la .; ùfuka miq
·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f.dvla ld,hlska m%d:ñl 

mdif,a hy¿fjlaj uqK 
.eiqKd' 

· 가: 투안 씨, 오랜만이에요.   ;=wka uy;aud" f.dv 
ld,hlska

  나: 네, 2년 만에 뵙네요.   Tõ" wjqreÿ 2 lska jf.a fï yuqjqfjkafka'

경험 w;aoelSï 

· 이 회사에서 일한 것은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fï iud.fï fiajh lrmq tl 

ug fyd| w;aoelSula jqKd'

· 여행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ixpdrh lrkafka kï úúO 

jQ fyd| w;aoelSï ,nd .kak 

mq¿jka' 

정답    1. 고향  2. 한국 친구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

1. 지훈 씨는 설날에 어디에 갔어요? csyqka uy;aud w¨;a wjqreoafoa fldafyao .sfha@

2. 리한 씨는 설날에 무엇을 했어요? ßyka uy;aud w¨;a wjqreoafoa fldafyao .sfha@

대화 1  ixjdoh 1
Track 103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wkqudk lsÍu" wkd.; ie,eiaula .ek l;d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겠–, –는

□ jpk Ndú;h ioyd Wmfoia w¨;a wjqreoao" pqfidla

□ ixialD;sl f;dr;=re fldßhdfõ ksjdvq

my; oelafjkafka ßyka uy;d yd csyqka uy;d w;r isÿ jk ixjdohhs' uq,skau 

fonig fojrla ijka 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ia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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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을 입다
ykafndla w|skjd

덕담을 하다
wdYs¾jdo lrkjd

세배하다
w¨;a wjqreÿ wdpdr 

lrkjd

덕담을 듣다
wdYs¾jdo wikjd

세뱃돈을 주다
w¨;a wjqreÿ ;E.s 

uqo,a fokjd 

세뱃돈을 받다
w¨;a wjqreÿ ;E.s 

uqo,a ,nkjd

떡국을 먹다
f;dlal=la lkjd

윷놀이를 하다
hqkafkdß fi,a,ï 

lr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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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나: .

① 바쁘겠어요 

② 바빴겠어요

2)  가: 지난주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나: .

① 정말 재미있겠어요 

② 정말 재미있었겠어요

①     ㉠

②     ㉡

③     ㉢

④     ㉣

⑤     ㉤

윷놀이를 하다

세배하다

한복을 입다

세뱃돈을 받다

떡국을 먹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한국어 표준교재 31~40.indd   38 2014-06-11   오전 9:44:5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hd lrkak'

①

②

③

④

⑤

㉠ 윷놀이를 하다

㉡ 세배하다

㉢ 한복을 입다

㉣ 세뱃돈을 받다

㉤ 떡국을 먹다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1  jpk ud,dj 1 설날 w¨;a wjqreoao

my; oelafjkafka w¨;a wjqreoao yd iïnkaO úúO m%ldY fõ' l=uk m%ldY 

;sfíoehs  oek .ks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eg¿j úi§ug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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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a iu`. fyda úfYaIK mohla iu`. tl;= lr l:djg mdol jk  wjia:dj fyda 

;;a;ajh i<ld wkqudk lr mejiSfï§ fhdod .efka' ^w;S; ld, l%shdjla wkqudk lsÍfï§ 

‘-겠-’ bÈßfhka ‘-았/었-’ fhÈh hq;=h'&

· 가:  설날에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w¨;a wjqreÿ Èkfha fldßhka ñ;=rl=f.a ksjig hdug wdrdOkdjla ,enqKd'

  나: 정말 좋겠어요. we;a;gu fyd|hsfka'

· 가: 요즘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요. fï ojiaj, jev jeä ksid ld¾hnyq,hs'

  나: 일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jev fndfyda ksid wudre we;s'

· 가:    어제 우리 팀 회식이 있었는데 노래방에도 갔어요.  
Bfha wfma lKavdhfï msg;ska lEu ;snqK w;r lefrdafla j,g;a .shd'

  나: 그래요? 재미있었겠어요. tfyuo@ jsfkdaoj;a fjkak we;sfka'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foni lshjd .e<fmk ms<s;=r f;darkak'

1) 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fï ojiaj, jev f.dvla jeähs'

나:                                                                                 .

     ① 바쁘겠어요  ② 바빴겠어요

2) 
가:   지난주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sh i;sfha fcacq ÿm;g ipdrshla .syska wdjd'

나:                                                                                 .

     ① 정말 재미있겠어요  ② 정말 재미있었겠어요

정답   1) ①  2) ②

문법 1  ixjdoh 1 -겠- G33-1

 ia:dkh ‘에’ iy ‘에서’ 

‘-겠-’ yd ‘-(으)ㄹ 거예요’ l¾;Df.a fÉ;kdj ms<sìUq lsÍu fyda hï fohla ms<sn|j wkqudkh 

lrk úg Ndú;d flf¾' fÉ;kdj oelaùfï oS l¾;D W;a;u mqreI jk úg ‘-겠-’ fyda ‘-(으)ㄹ 

거예요’ hk ish,a,u wNsm%dh oelaùu w¾:j;a lrhs' wkqudk lsÍula oelaùfï oS  uOHu mqreI 

fyda m%:u mqreI  l¾;D mohla iu. Ndú;d jk w;r wkqudkh i|yd mdol jk ldrKdj 

l;d lrk mqoa.,hdf.a fm!oa.,sl u;h m%ldY lrk úg ‘-겠-’ Ndú;d jk w;r hï úIh 

noaO u;hla fyda idudkH i;Hhla mejiSfï oS ‘-(으)ㄹ 거예요’ Ndú;d fõ'

·  바루 씨가 야근을 하겠어요. (X)   ·  여기를 누르면 불이 켜지겠어요. (X) 

 바루 씨가 야근을 할 거예요.(O)  여기를 누르면 불이 켜질 거예요.(O)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겠-’ fyd|ska wjfndaO jqkd o@ tfyu kï m%Yakj,g .e<fmk ms<s;=r f;dard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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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엉  수피카 씨, 추석 연휴에 뭐 할 거예요?
   iqmshd uy;añh" pqfidla ksjdvqjg fudlo lrkak 

bkafka@

수피카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흐엉 씨는요?
 tal ;uhs' ;ju okafka keye' y´x uy;añh@ 

흐   엉  저는 친구들하고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

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uu hy¿fjd;a tlal flHdxnqla ud<s.djg hkak 

lsh,d bkakjd' tfyoS .ug hkak neß wh i|yd 

úúO jev igyka ;shkjd'

수피카  그래요?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tfyuo@ .sfhd;a fudkjo lrkak mq¿jka@

흐   엉  한국의 전통 놀이도 할 수 있고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수피카 씨도 같이 가요.
  fldßhdfõ idïm%odhsl l%Svdjkaa lrkak;a mq¿jka' 

fidxfmHdka yok w;aoelSuq;a ,nkak mq¿jka' 

fidmshd uy;añh;a tlg huq'

행사 W;aij 

·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려요.

  <ud oskh odg <uqka i|yd úúO 
W;aij mj;ajkjd'

· 지난 연말에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행사를 준비했어요. 

  .sh wjqreoafoa wjidkfha wfma 
iud.ï fiajlhka i|yd úúO 
W;aij iQodkï l<d'

1. 흐엉 씨는 추석에 뭘 하려고 해요? 

y´x uy;añh pqfidlaj,g fudkjd lrkak lsh,d o yokafka @

2. 경복궁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어요? flHxnqla ud<s.dfõ fudk jf.a W;aij ;sfhkjd o@

정답    1.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2. 한국의 전통 놀이를 하고 송편을 만들 수 있어요.

대화 2  ixjdoh 2
Track 104

yTx uy;añh yd fidamshd uy;añh pqfidla ksjdvqj .ek l;d lrñka isáhs' 

fofokd fudkjf.a l;djla lrñka isà o@ m%:ufhka fonig fojrla ijka 

fokak'

연휴 ksjdvqj 

· 연휴에 여행 온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ksjdvqjg ixpdrh lrkak 

.sh mjq,a  f.dvla bkakjd 

o@

· 이번 주에는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사흘 동안 

연휴예요.  

   fï i;sfha isl=rdod ksjdvq 

ksid ojia 4la ksjdvq fõ' 

fidmshd uy;añh yd yq´x uy;añh f,i foni wkq.ukh lr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yu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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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내려가다
.ug hkjd

차례를 지내다
mska fokjd

친척집에 가다
kEoE f.j,aj, 

hkjd

절하다
mqo mqcd mj;ajkjd

성묘하다
uq;=kañ;a;kaf.a  

fidfydkafld;g  

wdpdr lrkjd

송편을 만들다
fidxfmHdka yokjd

보름달을 보다
mQ¾K pkaøhd n,kjd

소원을 빌다
m%d¾:kd lrkjd

어휘 2  jpk ud,dj 2 추석 pqfidla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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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1) 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에  아딧입니다.

 나: 반갑습니다. 

2) 가: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하지요?

 나: 네, 그래서 밖에서  사람이 많네요.

3) 가: 바루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나: 저는 가구를  일을 해요.

보기  만들다                                 다니다                                  운동하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차례를 지내다 친척집에 가다  성묘하다 송편을 만들다 

보름달을 보다 소원을 빌다  절하다 고향에 내려가다     
보기

5) 7)6) 8)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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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차례를 지내다 친척집에 가다 성묘하다 송편을 만들다

보름달을 보다 소원을 빌다 절하다 고향에 내려가다

1)

5)

2)

6)

3)

7)

4)

8)

정답   1) 고향에 내려가다  2) 친척집에 가다  3) 절하다  4) 송편을 만들다

 5) 차례를 지내다  6) 성묘하다  7) 보름달을 보다  8) 소원을 빌다

by; bf.k.;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 o@

pqfidla yd iïnkaO m%ldY fudkjdoehs fid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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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 w.g tl;=  ù kdu moh úia;r lrhs' ta wkqj hï isÿùula fyda l%shdldrlula 

j¾;udkfha isÿjk nj yeÕfõ' ^‘ㄹ’ y,a wjia:dfõ§ ‘ㄹ’ bj;a fõ' Wod ( 살다 → 사는&

·가: 한국 사람들은 명절에 보통 뭐 해요? fldßhdkq cd;slfhda wjqreoaog idudkHfhka fudlo lrkafka@ 

 나: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ug hk wh nyq,hs'

·가: 지금 듣는 노래가 뭐예요? ±ka wyk iskaÿj fudllao@

 나: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예요. fï ojiaj, fldßhdfõ ckm%sh iskaÿjla'

·가: 바루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mdre uy;df.a /lshdj fudloao@

 나: 저는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해요. uu .Dy NdKav yok /lshdjla lrkjd'

정답   1. 투안이 일하는 회사는 시청 근처에 있어요  2. 리한이 마시는 주스는 오렌지 주스예요 

1. 투안이 회사에서 일해요. 그 회사는 시청 근처에 있어요. 

                                                                           . 

2. 리한이 주스를 마셔요. 그 주스는 오렌지 주스예요.

                                                                           . 

ysia;ekg .e<fmk m%ldY WodyrKfhka f;dard foni iïmQ¾K 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에                         아딧입니다. 
  wdhqfndajka' uu fldrshdfõ boslsÍï wxYfha jev lrk wcs;a'

 나: 반갑습니다. yuqùu i;=gla'

2) 가: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하지요? fï ojiaj, ld,.=Kh f.dvla riafkhs fkao@

 나: 네, 그래서 밖에서                         사람이 많네요.
  Tõ" tal ksid t<sfha l%Svd lrk ñkaiaiq f.dvhsfka'

3) 가: 바루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mdre uy;aud fudkjf.a rdcldrs o lrkafka@

 나: 저는 가구를                         일을 해요.
  uu .Dy NdKav ^yok& jev lrkjd'

보기 만들다

다니다

운동하다

정답   1) 다니는  2) 운동하는  3) 만드는

문법 2  ixjdoh 2 -는 G32-2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이건 한국말로 뭐예요? fïl fldßhka NdIdfjka fudllao@

가: 이건 한국말로 뭐예요? fïl fldßhka NdIdfjka fudllao@ 

나: 그건 종이라고 해요. talg lvodis ‘종이’ lsh,d lshkjd'

‘-는’ fyd|ska wjfndaO jqkd o@ tfyu kï .e<fmk fhÿu fldgqfjka f;dard 

foni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 o@ ‘-는’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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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i;sfha isl=rdod w¨;a wjqreÿ oskh úh' ug w¨;a wjqreoaog fldßhka 

hy¿jdf.a f.org wdrdOkdjla ,enqKq ksid hy¿jdf.a f.or .shd' hy¿jdf.a  

iShd yd wdÉÑ ykafndla we|f.k ysáhd' uu iShdg" wdÉÑg yd hy¿jdf.a  

foudmshkag je| wdpdr l<d' fldßhdfõ w¨;a wjqreoaog jeäysáhkag wdpdr 

lrñka iqN me;Su ‘㉠’ f,i y÷kajkjd' wdpdr lsßfuka miq mjqf,a wh yd tlaj 

f;dlal=la lEjd' fldßhdfõ oS uq,skau ld,d ne,Q wdydrhla jqj;a we;a;g u 

rij;a jqKd' ta jf.au hy¿jdf.a mjqf,a wh;a tlal hq;afkdß fi,a,ï lrñka 

úfkdaoj;a oskhla .; l<d'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my; fPaoh lshjd m%Yakj,g ms<s;=re imhkak'

지난주 금요일은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설날에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서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친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계셨습

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구의 부모님께 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에 어른들께 절을 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               ㉠                   ’(이)라고 합니다. 절을 한 후에 가족들이 모여

서 같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먹어 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가족과 함께 윷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1.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j,g .e<fmk ms<s;=r f;darkak' 

 ① 덕담  ② 세배  ③ 성묘  ④ 차례

2.  위의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by; wka;¾.;h yd iudk kï ○ o jeros kï ｘo fhdokak'

 1)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습니다.  ◦ ×

 2) 한국에서는 새해 인사를 할 때 절을 합니다.  ◦ ×

 3) 이 사람은 설날에 한국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 ×

정답   1. ②   2. 1） O   2） O   3） X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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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명절
fldßhdfõ ksjdvq

설날 w¨;a wjqreoao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날

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해 주시고 세뱃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날

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w¨;a wjqreoao" pkaøudi osk o¾Ykhg wkqj ckjdß ui m<uq 

fjksod jk w;r wjqreoaol wdrïNhg iqN me;=ï tlalrñka 

iurk oskhla fõ' mjqf,a wh tl;= ù uq;=kañ;a;kag mskaoS  

jeäysáhkag je| wdpdr lrkjd' jeäysáhkag je| wdpdr l< 

úg Tjqka úiska wdYs¾jdo ,ndoS ;E.s uqo,a oSu;a lrkjd' ta jf.au 

w¨;a wjqreoafoa iqN w¨;a wjqreoaola fõjd` lshd iqN m;kjd'

정월대보름 w¨;a wjqreoafoa m%:u mQ¾K pkaøhd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사람

들은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과 말린 나물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땅콩이나 호두 등 껍질이 딱딱한 견과류를 먹는데, 이를 ‘부럼’이

라고 합니다. 부럼을 깨 먹으면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hkq w¨;a wjqreoafoa m<uq mQ¾K pkaøhd mdhk 

pkaøudi l%ufha ckjdß ui 15 jk oskhhs' fuoskg ñksiqka j¾. 

5 lska hqla; OdkH j¾. j,ska msisk ,o Tfldla n;a yd úh,k 

,o T!IO me< msid wdydrhg .kakjd' ta jf.au rglcq fyda 

fydÿ wdos fmd;= >klï weg j¾. lk w;r fuh fndrï f,i 

y÷kajkjd' fuh wdydrhg .kakjd kï Yßrfha WIaKh we;s 

jkafka ke;ehs lshd úYajdi lrhs'

추석 pqfidla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추석에도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내는데, 추석에는 갓 수확한 쌀로 쌀밥을 짓고 송편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추석의 대표적

인 놀이로는 ‘강강술래’가 있는데 이는 밤에 달 아래 여성들이 동그랗게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도는 놀이입니다. 

pqfidla" pkaø udi l%ufha wf.daia;= ui 15 jk osk iurk w;r 

fuosk ~ykalú~ hk kñkao y÷kajkq ,nhs' pqfidla j, oS;a 

uq;=kañ;a;kaf.a fidfydkaj,g f.dia mqo mqcd mj;ajk w;r 

w¨;a wiajkq j,ska ,nd.;a iy,a fk,d f.k thska n;a iy 

fidxfmHdka idod wdydrhg .kq ,efí' ta jf.au rd;S%hg mq¾K 

pkaøhd foi n,ñka m%d¾:kd lsrsuo isÿlrhs' pqfidlaj,oS  lrk 

l%Svd w;rska lxlxiq,af,a m%Odk jk w;r fuh rd;%sfha y| mdhd 

we;s úg ldka;djka rjqug iEoS w;a w,a,df.k isxÿ lshñka 

rjqug lerflñka lrk fi,a,ula fõ'

문화  ixialD;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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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jg ijkaoS m%Yakj,g .e<fmk ms<s;=r f;darkak'

[1~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1. 남자는 설날 연휴에 무엇을 했습니까?
 msßñ mqoa.,hd w¨;a wjqreÿ ksjdvqfõ fudlo lf<a@

 ① 떡국을 먹었습니다.  ②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③ 세배를 받았습니다.  ④ 친구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2. 한국 사람들이 추석에 하는 일과 관계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fldßhdkq cd;slhska pqfidlaj,os lrk jev yd iïnkaO;djhla fkdue;s foh f;darkak'

 ① 고향에 갑니다.  ② 세배를 합니다.

 ③ 차례를 지냅니다.  ④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3.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mqoa.,hka fofokd l=ula ms<sn|j o l;d lrñka isákafka@

 ① 명절에 먹는 옷  ② 명절에 하는 인사

 ③ 명절에 입는 음식  ④ 명절에 하는 놀이

Track 105

tlu l;djg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자는 왜 추석에 고향에 안 내려갑니까?
 ldka;dj wehs pqfidla j,g .ug hkafka ke;af;a@

 ① 일을 해야 돼서  ② 연휴가 너무 짧아서

 ③ 고향이 너무 멀어서  ④ 기차표가 다 팔려서

5.  두 사람은 추석 연휴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mqoa.,hska fofokd pqfidla ksjdvqjg fudkjd lrkako bkafka@

 ① 집에서 쉴 것입니다.  ② 같이 일을 할 것입니다.

 ③ 콘서트에 갈 것입니다.  ④ 영화를 보러 갈 것입니다.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sg 3 olajd we;af;a l;djg ijkaoS .e<fmk ms<s;=r f;dark m%Yak fõ' 

fyd|ska ijkaoS .e<fmk ms<s;=r f;darkak'

my; oelafjkafka fonig ijkaoS m%Yakhg .e<fmk ms<s;=r f;dark m%Yak fõ' 

foni weiSug m%:ufhka oS we;s wka;¾.;h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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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대본  Y%jK msgm;

1. 여: 투안 씨는 설날 연휴에 뭐 했어요? ;=wka uy;d w¨;a wjqreÿ ksjdvqfõ fudlo lf<a@

 남:  친구 집에 가서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요. 
 hy¿jdf.a f.or .syska jeäysáhkag w¨;a wjqreoaog je| wdpdr lr,d f;dlal=la lEjd'

2. 여: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보통 뭐 해요? 
 fldßhdkq cd;slhska pqfidla j,oS idudkHfhka fudlo lrkafka@

 남: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례도 지내요. 
  .ug hk mqoa.,hka f.dvhs' .ug .syska mjqf,a wh;a tlal rij;a lEula ld,d uq;=kañ;a;kag 

mskaoSu;a lrkjd'

3. 여: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W;aij ld,hg mjqf,a wh yuq ù lrk lS%vd ;shkjd o@

 남: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Tõ w¨;a wjqreoafoa fyda pqfidla jeks W;aijj,oS mjqf,a wh tl;= ù hq;afkdß fi,a,ï lrkjd'

4-5.  남: 미영 씨, 이제 곧 추석인데 언제 고향에 내려가요?  
  ñfhdax uy;añh" ;j ál ojilska pqfidlafk" ljod o .ug hkafka@

 여: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fujr pqfidlaj,g .fï hkafka keye'

 남: 왜요? 추석에도 일을 해야 돼요? wehs@ pqfidla j,;a jev lrkak ´fka o@

 여: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 고향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요.  

  keye' jev lrkafka ke;s jqk;a .ug hk ÿïßh m%fõY m;% keye'

 남: 아, 그럼 우리 추석 연휴에 만날까요? wdya'' tfyu kï wms pqfidla ksjdvqfõ oS yuqfjuq o@

 여: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fyd|hs' tlg Ñ;%mghl=;a n,,d lEu;a luq'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④  5. ④

1. 남: 수피카 씨,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에 안 간다고 했죠? 뭐 할 거예요?  
  iqmssld uy;añh" fujr pqfidla ksjdvqjg .fï hkafka kE lsjqjd fkao@ fudlo lrkak bkafka@

 여: 글쎄요. 뭘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투안 씨는요? 

  yï' fudlo lrkafka lsh,d ;ju ys;=fõ kEyE' ;=jdkaa uy;d fudlo lrkak bkafka@

 남:  저는 친구들하고 경복궁에 구경 가려고 해요. 거기 가면 한국 전통 놀이도 하고 송편 만들기도 직접 

해 볼 수 있대요. uu uf.a ñ;=rka iuÕ flHdxfndla ud<s.h n,kak hkak lsh,d'  

t;kg .sfhd;a fldßhdkq idïm%odhsl l%Svd;a lr,d fidxfmHdkq;a idok w;aoelSu;a  
,nd .kak mq¿jka,q'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다음 중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my; oelafjk ms<s;=re w;ßka wka;¾.;hg iudk ms<s;=re l=ulao@

 ① 여자는 추석 연휴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② 추석 연휴에 경복궁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③ 남자는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려고 합니다.

 ④ 추석 연휴에 경복궁에서 송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33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④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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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입니

다. 설날에는 가족이 모여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떡국도 먹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과일과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송편

을 먹습니다. 밤에는 보름달을 보고 소원도 빕니다. 추석에는 과일과 음식이 많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fldßhdfõ m%Odk ksjdvq f,i w¨;a wjqreoao iy pqfidla ye|skaúh yels h' w¨;a wjqreoao pkaø 

udi osk o¾Ylfha ckjdß ui 1 fjks osk Wod jk w;r tla j¾Ihl wdrïNh f,i i,ld iqn 

me;=ï tla lrk oskh fõ' w¨;a wjqreoaog mjqf,a wh tl;= ù uq;=ka ñ;a;kag mska oSfï mqo mqcd 

mj;ajd jeäysáhkag wdpdr lsrSu isÿ lrhs' ta jf.au f;dlal=l=;a wdydrhg .kshs' pqfidla pkaø 

udi osk o¾Ykhg wkqj wf.daia;= ui 15 jk oskg fhoSs we;s w;r fk,d.;a m<;=re yd OdkH 

wiajekak i|yd ia;=;Sh m< lrk oskh fõ' pqfidlaj,oS mqomqcd mj;ajd fidxfmHdka wdydrhg 

.kshs' tajf.au rd;S%fha oS mQ¾K pkaøhd foi n,d m%d¾:kd lsrSu o lrhs' pqfidlaj, m<;=re" 

OdkH iy fjk;a wdydr j¾.;a muKg we;s neúka ¶jeä;a ke;s wvq;a ke;s i;=ála msrs iunr 

cSú;hla .; lsrSug ,efíjd¶ hehs m;k me;=ul=;a ;asfí'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가: 한국의 전통 옷이 한복이지요? 한복은 보통 언제 입어요?
 fldßhdfõ idïm%odhsl we÷u ykafndla fkao@ ykafndla idudkHfhka ljod o w|skafka@

나: 설날이나 추석 같은                  에 주로 입어요.
 w¨;a wjqreoafoa fyda pqfidla jeks W;aij j,os m%Odk jYfhka w|skjd'

     ① 생일  ② 명절  ③ 계절  ④ 회의

2.

  

가: 지훈 씨는 설날 연휴에 뭐 할 거예요? 

 csyqka uy;aud w¨;a wjqreoafoa ksjdvqjg fudlo lrkafka@

나: 저는 고향에                                       . uu .ug hkjd'

     ① 다닐 거예요  ② 내려갈 거예요  ③ 돌아올 거예요  ④ 이사할 거예요

3.

  

가: 저는 지난 설 연휴에 친구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세뱃돈도 받았어요.
   uu miq.sh w¨;a wjqreoafoa ksjdvqjg hy¿jdf.a f.or .syska f;dlal=la ld,d w¨;a wjqreÿ 

uqo¨;a ,nd .;a;d'

나: 우와, 정말                                      . 저는 집에만 있었는데 부러워요.
 kshuhsfka' we;a;gu úfkdaockl fjkak we;s uu kï f.oruhs ysáfha" B¾Ishhs'

     ① 추웠겠어요  ② 속상했겠어요 ③ 재미있었겠어요  ④ 사람이 없었겠어요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3 olajd we;af;a fonfia ysia;ekg .e<fmk  ms<s;=r f;dark m%Yak 

fõ' wka;¾.;hg .e<fmk  ms<s;=r f;darkak'

my; oelafjk fPaoh lshjd oS we;s m%Yakhkag ms<s;=re imhkak' bf.k.;a foa 

u;la lrñka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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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iEu wjqreoaolu wdrïNh ieuÍu i|yd fhdod.kakd oskh ljod o@

 ① 설날  ② 추석  ③ 명절  ④ 한가위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lsh jQ wka;¾.;h yd iudk ms<;=r f;darkak'

 ① 추석은 음력 1월 1일이다. ② 설날에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다.

 ③ 설날에는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④ 추석에는 과일과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정답   1. ②  2. ②  3. ③  4. ①  5. ④

정답   1. ④   2. ②   3. ①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이번 연휴 때는 고향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싸게 파는 비행기 표가 있어서 지난주에 표

를                샀습니다.

fï ksjdvq ld,fha .fï .syska tkakhs ys;ka bkafka miq.sh i;sfha ,dfng úl=Kk .=jka 

álÜ m;a ;snQ ksid l,skau ñ,g .;a;d'

 ① 훨씬  ② 아직 

 ③ 매우  ④ 미리

2.

 

다음 주는 명절 연휴입니다. 연휴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공장이                 우리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Õ i;sh W;aij ksjdvq ld,hhs' ksjdvq ld,fha jev fkdlrk l¾udka;Yd,d fndfyda 

;sfnk ksid wmg;a úfõl.; yelshs'

 ① 많을 때  ② 많으니까

 ③ 가까울 때  ④ 가까우니까

3.

 

오늘은 설날이라서 회사 사람들과 함께 사장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장님 

댁에서 떡국을 처음                .

wo w,q;a wjqreÿ Èkh ksid ld¾hd, i.hka iuÕ ld¾hd, m%Odks;=udg wdpdr lsÍug Tyqf.a 

ksjig .shd' m%Odks;=udf.a ksjfia§ m<uq j;djg f;dla.=la ld,d ne¨jd'

 ① 먹어 봤습니다  ② 팔면 안 됩니다

 ③ 팔아 봤습니다  ④ 먹으면 안 됩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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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orejdg we÷ï ;E.s úÈyg fok tl fldfyduo@

모니카  소희 씨도 이번 주말에 순영 씨의 아기 돌잔치에 가요?
  fidyS uy;añh;a fï i;swka;hg iqkafhdx uy;añhf.a 

orejdf.a fod,acdkaÑ W;aijhg hkj o @

소  희  네, 저도 갈 거예요.
  Tõ' uu;a hkjd'

모니카  돌잔치에 가면 뭐 해요?
  fod,acdkaÑ W;aijhg .syska fudlo lrkafka@

소  희  가족과 친구들이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밥도 

먹어요.
  mjqf,a wh iy hy¿jka" orejdf.a uq,au Wmka Èkhg iqn 

m;,d wdydr;a .kakjd'

모니카  그런데 아기한테 무슨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kuq;a orejdg fudk jf.a ;E.a.la o wrka hkafka@

소  희  아기 옷이나 인형을 많이 선물해요. 저는 인형을 샀으니

까 모니카 씨는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fndakslaflda ke;akï we÷ï ;E.ss úÈyg f.dvla fokjd' uu 

fndakslaflla .;a; ksid fudksld uy;añh we÷ula ;E.ss 

fok tl fyd|hs fkao@ 

모니카  그게 좋겠네요. 고마워요.
  tal fyd|hs' ia;+;shs'

번째 fjks $ jk

hï fohl ms<sfj," ia:dkh" wxlh 
oelaùfï§ Ndú;d lrkq ,efí

· 다음 달 첫 번째 토요일에  
만나요.

  ,nk udifha m<uqfjks  
fikiqrdod yuqfjuq' 

· 한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fldßhdfõ fojk jr ixpdrhhs' 

선물 ;Hd.h 

· 모니카 씨의 생일 선물로 꽃을  

준비했어요. 

  fudksld uy;añhf.a WmkaÈk  

;Hd.h f,i u,a iQodkï l<d' 

· 어린이날에 제 조카에게 장난감  

선물을 할 거예요. 

  <ud ÈkfhoS uf.a ifydaorhdf.a  

orejdg fi,a,ï nvqjla ;E.  

fokakhs bkafka'

1. 이번 주말은 무슨 날이에요? fï i;s wka;fha fhfokafka l=uk Èkhla o@

2. 두 사람은 무슨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mqoa.,hska fofokd fudkjf.a ;E.a.la iQodkï lrhs o@

정답   1. 순영 씨의 아기 돌잔치  2. 인형과 옷

대화 1  ixjdoh 1
Track 106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wkqudk lsÍu "  ms<sfj, ms<sn| l;d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는 게 어때요, –고 나서

□ jpk Ndú;h ioyd Wmfoia  úfYaI Èk " újdy ixialD;sh 

□ ixialD;sl f;dr;=re fldßhdkqjkaf.a mjqf,a W;aij

my; oelafjkafka fudksld iy fidyS w;r ixjdohhs' uq,skau ixjdohg fojrla 

ijkaoS wkq.ukh lr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ia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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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Wmka Èkh

돌
m<uq Wmka Èkh 

백일
100 jeks Wmkaosk ieureu

집들이
f.g f.j§fï W;aijh

어버이날
foudmshkaf.a Èkh

스승의 날
.=re Èkh

어린이날
<ud Èkh

결혼기념일
újdy ixj;airh

환갑
60 jk WmkaÈkh

칠순
70 jk WmkaÈ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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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①     ㉠

②     ㉡

③     ㉢

④     ㉣

⑤     ㉤

생일

돌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집들이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는 게 어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는 게 어때요.’

1)  가: 수진 씨가 집들이를 하는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나: ?

2) 가: 다음 주 토요일이 모니카 씨 생일인데 뭘 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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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 돌 ㉢ 어버이날 ㉣ 결혼기념일 ㉤ 집들이

① ⑤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1  jpk ud,dj 1 특별한 날 úfYaI ojia

fldßhdfõ úfYaI Èk yd ine|s úúO jpk yd m%ldYhka fudkjd oehs úuid 

n,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hg ms<s;=re imhkak W;ai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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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lg iïnkaO lr ixjdofha fhfok wfkla md¾Yjh fj; hï l%shdjla lr n,k 

f,i mejiSfï§ fyda Wmfoia §fï§ fhdod.efka'

· 가:    주말에 친구 집들이가 있는데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i;s wka;fha ñ;=rl=f.a f.gf.j§fï W;aijhla ;sfhkjd' fudkjf.a ;E.a.la fyd| fjhso@

 나: 세제나 휴지를 사는 게 어때요? frÈ fidaok l=vq fyda áIQ ñ,§ .kak tl .ek fudlo ys;kafka@

· 가: 지금 밥을 먹을까요? ±ka n;a luqo@

 나: 영화를 본 후에 밥을 먹는 게 어때요? Ñ;%máh ne¨jg miafia n;a lk tl .ek fudlo ys;kafka@

;j álla mdvï lruq o@ ‘-는 게 어때요?’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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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다음 주 토요일이 모니카 씨 생일인데 뭘 살까요?

 B,Õ fikiqrdog fudksld uy;añhf.a Wmkaoskh" fudkjo ñ,§ .kafka@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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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수진 씨가 집들이를 하는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iqðka uy;auhd f.g f.j§fñ W;aijhla lrk ksid fudkjf.a ;E.a.la fok 

tlo fyd|@

나:                                                                         ?

2. 그림을 보고 ‘-는 게 어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정답   1) 휴지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2) 티셔츠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1. 가: 목이 좀 아파요. 

 나: 따뜻한 물을                                          ?  

2. 가: 주말에 어디로 여행을 갈까요?

 나: 제주도에                                           ?

3. 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나: 시내에서                                          ?  

4. 가: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해요.

 나: 그럼, 다른 영화를                                          ?

정답   1. 마시는 게 어때요  2. 가는 게 어때요  3. 만나는 게 어때요  4. 보는 게 어때요

문법 1  ixjdoh 1 -는 게 어때요 G34-1

‘-는 게 어때요?’ fyd|ska wjfndaO jqkd o@ tfia kï fuu fhÿï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o@ ‘-는 게 어때요?’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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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신랑하고 수진 씨가 참 잘 어울리지요?
   ukud,hd iuÕ iqðka fukúh we;a;gu 

.e<fmkjd fkao@

리리  네,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런데 한국에서

는 결혼할 때 한복을 안 입어요?
  Tõ we;a;gu  fyd|g .e<fmkjd' kuq;a 

fldßhdfõ újdy ùfï§ ykafndla w¢kafka 

keoao @

미영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폐백을 드리는데 

그때 한복을 입어요. 
  Tõ we;a;gu  fyd|g .e<fmkjd' kuq;a 

fldßhdfõ újdy ùfï§ ykafndla w¢kafka 

keoao @

리리  폐백이 뭐예요?
 fmHfnlaa lshkafka fudloao@

미영  결혼할 때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하는 인사예요. 
  újdy fjkfldg ukud,hdf.a foudmshkag iy 

{d;Skag lrk wdpdrhhs' 

리리  아, 그렇군요. 한국의 전통 혼례도 보고 

싶어요. 
  wd tfyuo' fldßhdfõ idïm%odhsl újdy 

W;aijhl=;a n,kak wdihs'

어울리다 .e<fmkjd

· 가:   민수 씨하고 미영 씨가  

결혼한다면서요?
   ñkaiq uy;d iy ñfhdka 

uy;añh újdy fjkj¨ 

fkao@

 나:    네, 저도 들었어요.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Tõ' ug;a weykak 

,enqKd" fofokd we;a;gu 

fyd|g .e<fmkjd'

참  b;d 

·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wo ld,.=Kh b;du;a 

iS;,hsfka'

· 투안 씨는 일을 참 잘해요. 

  ;=jdka uy;auhd jev  

b;d fyd|ska lrkjd'

1. 미영 씨와 리리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ñfhdka uy;añh  iy ñkaiq uy;d oeka fldfyo bkafka@

2. 폐백이 뭐예요? fmHfnla lshkafka l=ulao@

정답    1. 수진 씨의 결혼식  2. 신부가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하는 인사

대화 2  ixjdoh 2
Track 107

ñfhdka iy ,s,S fldßhfõ újdy W;aij ms<sn| l;d lrñka isáhs' uq,skau 

ixjdohg fojrla ijka fokak' 

ñkaiq uy;d iy ñfhdka uy;añh f,i foni wkq.ukh lr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ia kï my; .eg¿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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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újdy W;aijh

축의금
iqN me;=ï uqo,a ;E.s

청첩장
újdy wdrdOkdj

신랑
ukud,hd

신부
ukud,sh

주례
újdyh isÿlrk foaj.e;s;=ud

하객
wuq;a;ka^wdrê;hka&

사진 촬영을 하다
mska;+r .ekSu

^f*dfgda IQÜ&

피로연을 하다
újdy W;aijfhka miqj 

wuq;a;kag ix.%y lsÍu

폐백을 드리다
idïm%odhsl f,i 

ukud,hdf.a foudmshkag 

wdpdr lrkjd

   34과_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51

연습 2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to the corresponding pictures.

1) 제 한국 친구한테서 을 받았어요.

2)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의 에 갔어요.

3) 선물 대신 을 준비했어요.

4) 결혼식이 시작되고 먼저 이 입장했어요.

5) 그리고 가 입장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기 결혼식                청첩장                 신부                  축의금                 신랑

2.   그림을 보고 ‘-고 나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고 나서.’

1)  가: 언제 폐백을 드려요?

 나:  폐백을 드려요.

2) 가: 언제 밥 먹으러 갈까요? 

   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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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1) 

2)

3)

4)

5)

제 한국 친구한테서                     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의                     에 갔어요.

선물 대신                     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먼저                     이 입장했어요.

그리고                     가 입장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답   1) 청첩장  2) 결혼식

 3) 축의금  4) 신랑

 5) 신부

보기

결혼식

청첩장

신부

축의금

신랑

어휘 2  jpk ud,dj 2 결혼 문화 újdy ixialD;sh

újdy ixialD;sh yd iïnkaO m%ldYhka fudkjd oehs n,uq o@

by; bf.k .;a jpk kej; u;la lrñka m%Yakj,g ms<s;=re imhd n,uq o@



34 orejdg we÷ï ;E.s úÈyg fok tl fldfyduo@   6362  34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mska;+rh n,d ‘-고 나서’ Ndú;d  lrñka ixjdoh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고 나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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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to the corresponding pictures.

1) 제 한국 친구한테서 을 받았어요.

2)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의 에 갔어요.

3) 선물 대신 을 준비했어요.

4) 결혼식이 시작되고 먼저 이 입장했어요.

5) 그리고 가 입장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기 결혼식                청첩장                 신부                  축의금                 신랑

2.   그림을 보고 ‘-고 나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고 나서.’

1)  가: 언제 폐백을 드려요?

 나:  폐백을 드려요.

2) 가: 언제 밥 먹으러 갈까요? 

   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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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언제 밥 먹으러 갈까요? lShg n;a lkak huq o@

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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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언제 폐백을 드려요? fldhs fj,djg o fmHfmlaa lrkak hkafka@

나:                                폐백을 드려요. 

l%shd mohlg tl;= lr hïlsis l%shdjla lr wjika jQ miq ;j;a l%shdjla lrhs fyda hïlsis 

isÿùula isÿfjhs hkak woyia lsrSug Ndú;d fõ'

· 가: 미영 씨, 언제 밥 먹을 거예요? ñfhdx uy;d lShgo n;a lkafka@

  나:  이 일을 끝내고 나서 먹으러 갈 거예요. fï jevh bjr jqKdg miafia lkak hkakï'

· 가: 모니카 씨, 당근하고 양파는 어떻게 할까요? fudksld uy;añh" lerÜ iy ¿EKq j,g fudlo lrkafka@

  나: 고기를 삶고 나서 볶으세요. uia hka;ï ;eïnqjg miafia f;f,a nÈkak'

정답    1) 결혼식을 하고 나서   2) 사진을 찍고 나서

1. 아침을                                                                 .  

2. 장을                                                                    . 

정답    1. 먹고 나서 회사에 가요  2. 보고 나서 요리해요

문법 2  ixjdoh 2 -고 나서 G34-2

‘-고 나서’ fyd|ska wjfndaO jqkd o@ tfia kï fuu fhÿu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 o@ ‘-고 나서’ Ndú;d lrñka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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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l;d lr,d n,kak'

5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Create conversations as follows.

1)   2)

3)   4)

보기

가:   다음 주 토요일이 수진 씨 아기 돌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나: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다음 주 토요일

5월 15일 내일

다음 주 일요일 이번 주 토요일

수진 씨 아기 돌

스승의 날

친구 결혼식

친구 생일

반장님 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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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주 토요일이 수진 씨 아기 돌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nk fikiqrdog iqÑka uy;añhf.a orejf.a m<uq 

WmkaÈkh" fudkjf.a ;E.a.la fok tlo fyd|@

나: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ud we÷ï ;E.s f,i fok tl fldfyduo@

iqðka uy;añhf.a orejdf.a 

m<uq jk WmkaÈkh

수진 씨 아기 돌

다음 주 토요일 ,nk fikiqrdod

5월 15일

다음 주 일요일

내일

이번 주 토요일

스승의 날

친구 결혼식

친구 생일

반장님 집들이

1) 2) 

3) 4) 

활동  l%shdldrlï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일할 맛이 나요. jev lrkak wdi ysf;kjd' 

가: 상여금을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m%ido §ukd ^fndakia& ,enqkq ksid ys;g i;=gqhs fkaa'

나: 맞아요, 일할 맛이 나요. Tõ' jev lrkak wdi ysf;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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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경조사 
fldßhdkqjkaf.a mjqf,a W;aij

돌 m<uq WmkaÈkh

아기가 태어난 후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친척과 친

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때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는 아기

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기가 잡게 하는 것입니다.

orefjl= bmoS wjqreoaola .;jQ miq tk m<uq Wmka Èkhg  

—fod,ackaÖ˜ W;aijh .kakjd' orejdf.a foudmshka {d;Ska 

iy hy¨jkag wdrdOkd lr tlg wdydr .ekSu isÿ lrk w;r 

fuoskg —fod,acdì˜;a lrkjd' orejdf.a wkd.;h oek .ekSu 

i|yd úúO j¾.fha nvq ;shd orejdg w,a,kak ie,eiaùu —

fod,acdì¶ hkqfjka y÷kajkjd'

결혼 újdy W;aijh 

한국인의 결혼식에는 전통 혼례와 현대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요즘은 결

혼식장이나 호텔에서 현대적인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모습도 많이 남아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드리는 인사인 폐백이 대표적입니다. 

fldßhdkqjkaf.a újdy W;aij idïm%odhsl l%uhg iy kùk 

l%uhg hk foúosygu mj;ajhs' j¾;udkfha fndfyduhla 

újdy W;aij W;aij Yd,djl fyda fydag,hl kùk l%uhg 

isÿlrhs' ta jqk;a iuyr idïm%odhsl újdy pdrs;% wog;a 

olakg ,efnhs' újdy W;aijh wjika jq miq ukud,hf.

a foudmshkag iy {d;Skag lrk wdpdr ^fmHfmla& wog;a 

olakg ,efnk m%Odk idïm%odhsl újdy pdrs;% l%uhls' 

제사 mQcdj

어른이 돌아가시면 매년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제사상에는 전, 나물, 과일, 고기 등 정성스럽

게 만든 음식들을 올립니다. 명절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차례라고 합니다.

jeäysáhka ñh.sh miq iEu wjqreoaola mdid Tjqka ñh.sh 

Èk mjqf,a wh tlg tl;= ù tu jeäysáhka isys lrñka 

Tjqka i|yd mQcdjla mj;ajhs' fuh j¾;udkfha b;d ir, 

f,i isÿlro idudkHfhka fï i|yd T!IO me<Eá" m<;=re" 

uia wdoS wdydr j¾. yomsrs ohdfjka iQodkï lr mQcd lrhs' 

ieureï Èk WoEik mj;ajk mQcd zpdfrZ f,i y÷ kajhs' 

장례 wjux.,H W;aijh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갑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돌아가

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

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이나 5일 동안 장을 치릅니다.

wjux.,H W;aijhlg hkúg l¿ we÷ñka ieriS hd hQ;=h' 

wjux.,H W;aijfha§ fudfyd;la ksYaIíoj isáñka ñh 

.sh mqoa.,hd yg f.!rj fldg tu mqoa.,hdf.a mjqf,a whg 

wdpdr lrkq we;' idudkHfhka fldßhdfõ ñh .sh Èkfha 

isg Èk 3 ;a 5 ;a w;r ld,hla mqrd wjux.,H lghq;= 

isÿlrkq ,ef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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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인의 경조사 Family events and occasions of Korea

돌 Dol, the first birthday

아기가 태어난 후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때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는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기가 잡게 하는 것입니다. 

Dol, the first birthday, is a Korean tradition that celebrates the first birthday 
of a baby. The baby’s parents invite their relatives and friends to have ‘돌잡이, 
doljabi,’ the highlight of the dol. Doljabi is a ritual in which the baby is placed in 
front of a table of food and objects, so the baby can pick up an object from the 
table. Koreans believe what the baby picks up will foretell the baby’s future. 

결혼 Wedding ceremony

한 국인의 결혼식에는 전통 혼례와 현대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요즘은 결혼식장이나 호텔에서 현대적인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모습도 많이 남아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드리는 인사인 폐백이 

대표적입니다.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weddings: the traditional ceremony and the 
modern ceremony. Nowadays, Koreans usually have a wedding ceremony at 
a wedding hall or a hotel, but there still remain som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wedding. One of the representative features of them is pyebaek, a 
custom of a bride paying respects to her groom’s family and relatives.

제사 Ancestral rituals

어른이 돌아가시면 매년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제사상에는 전, 
나물, 과일, 고기 등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올립니다. 명절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차례라고 합니다. 

Koreans practice a memorial ceremony called Jesa, which is held every year on 
the day when a family member passed away to pay their respects. Although 
the way Koreans have the ceremony has become simpler than before, they still 
sincerely prepare many kinds of food such as Korean pancakes, three diff erent 
colored vegetables, fruits, and beef. Memorials  performed on Korean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Chuseok” or “New Year’s Day” are called 차례, Charye.  

장례 Funeral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갑니다. 장례식장
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이나 5일 동안 장을 치릅니다. 

Koreans get dressed in black for funerals. Koreans pay a silent tribute or bow 
to the picture of the person and give another bow to his/her family. Korean 
funerals go on for three to fi ve days from the day the person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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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ceremony. Nowadays, Koreans usually have a wedding ceremony at 
a wedding hall or a hotel, but there still remain som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wedding. One of the representative features of them is pyebaek, a 
custom of a bride paying respects to her groom’s family and relatives.

제사 Ancestral rituals

어른이 돌아가시면 매년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제사상에는 전, 
나물, 과일, 고기 등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올립니다. 명절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차례라고 합니다. 

Koreans practice a memorial ceremony called Jesa, which is held every year on 
the day when a family member passed away to pay their respects. Although 
the way Koreans have the ceremony has become simpler than before, they still 
sincerely prepare many kinds of food such as Korean pancakes, three diff erent 
colored vegetables, fruits, and beef. Memorials  performed on Korean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Chuseok” or “New Year’s Day” are called 차례, Charye.  

장례 Funeral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갑니다. 장례식장
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이나 5일 동안 장을 치릅니다. 

Koreans get dressed in black for funerals. Koreans pay a silent tribute or bow 
to the picture of the person and give another bow to his/her family. Korean 
funerals go on for three to fi ve days from the day the person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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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인의 경조사 Family events and occasions of Korea

돌 Dol, the first birthday

아기가 태어난 후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때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는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기가 잡게 하는 것입니다. 

Dol, the first birthday, is a Korean tradition that celebrates the first birthday 
of a baby. The baby’s parents invite their relatives and friends to have ‘돌잡이, 
doljabi,’ the highlight of the dol. Doljabi is a ritual in which the baby is placed in 
front of a table of food and objects, so the baby can pick up an object from the 
table. Koreans believe what the baby picks up will foretell the baby’s future. 

결혼 Wedding ceremony

한 국인의 결혼식에는 전통 혼례와 현대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요즘은 결혼식장이나 호텔에서 현대적인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모습도 많이 남아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랑 부모님과 친척들께 드리는 인사인 폐백이 

대표적입니다.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weddings: the traditional ceremony and the 
modern ceremony. Nowadays, Koreans usually have a wedding ceremony at 
a wedding hall or a hotel, but there still remain som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wedding. One of the representative features of them is pyebaek, a 
custom of a bride paying respects to her groom’s family and relatives.

제사 Ancestral rituals

어른이 돌아가시면 매년 돌아가신 날에 가족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제사상에는 전, 
나물, 과일, 고기 등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올립니다. 명절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차례라고 합니다. 

Koreans practice a memorial ceremony called Jesa, which is held every year on 
the day when a family member passed away to pay their respects. Although 
the way Koreans have the ceremony has become simpler than before, they still 
sincerely prepare many kinds of food such as Korean pancakes, three diff erent 
colored vegetables, fruits, and beef. Memorials  performed on Korean traditional 
holidays such as “Chuseok” or “New Year’s Day” are called 차례, Charye.  

장례 Funeral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갑니다. 장례식장
에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을 하거나 절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일이나 5일 동안 장을 치릅니다. 

Koreans get dressed in black for funerals. Koreans pay a silent tribute or bow 
to the picture of the person and give another bow to his/her family. Korean 
funerals go on for three to fi ve days from the day the person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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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1~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감사합니다.  ② 미안합니다.

 ③ 괜찮습니다.  ④ 축하합니다.

2.  ① 지난주에 결혼을 했지요?

 ②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③ 이런 선물을 줘서 고마워요.

 ④ 제 생일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3.  ① 아기가 참 예쁘네요.

 ② 돌잔치가 참 재미있어요.

 ③ 금반지를 선물하는 게 좋아요.

 ④ 아기 생일을 축하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my; oelafjk l;djg ijka§ m%Yakj,g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두 사람은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mqoa.,hska fofokd fldfyo hkak bkafka@

 ① 집들이  ② 돌잔치

 ③ 장례식  ④ 결혼식

5.  남자는 무슨 색 옷을 입을 것입니까? msßñhd l=uk j¾Kfha we÷ulao w¢kak bkafka@

 ① 빨간색  ② 까만색

 ③ 하얀색  ④ 파란색

Track 108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sg 3 olajd we;af;a m%Yakhg ijka oS .e<fmk ms<s;=r f;dark m%Yakh fõ' 

fyd|ska wid .e<fmk ms<s;=r f;darkak'

my; oelafjkafka ixjdohg ijka § m%Yakhg .e<fmk  ms<s;=r f;dark m%Yakh 

fõ' ixjdohg ijka §ug fmr WodyrKfha wka;¾.;h tl jrla úui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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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지훈 씨, 정말 멋있네요. 결혼 축하해요.
  Ñyqka uy;d we;a;gu lvjiïa' újdyhg iqNme;=ï'

2. 남: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nk i;sfha fikiqrod uf.a ñ;=rdf.a WmkaÈkh hs' fudkjf.a ;E.a.la ÿkafkd;a fyd|hs o@

3. 여:   건우 씨, 한국에서는 돌잔치 때 뭐 해요?  
fldkajq uy;d" fldßhfõ m<uqjk WmkaÈkhg fudkjo lrkafka@

4-5. 

여:  소식 들었어요? 현석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wdrxÑo@ fyHdkafidla uy;añhf.a ;d;a;d ñh .syska'

남: 정말이요? 현석 씨가 많이 힘들겠네요. 
 we;a;g@ fyHdkafidla uy;añhg ys;g f.dvla wudre we;s'

여:  오늘 저녁에 리한 씨하고 가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wo yjig ,syka uy;auhd iuÕ n,kak hk lsh,d' tlg huq o@

남: 네, 오늘 저녁에 같이 가요. Tõ' wo yjig tlg huq'

여:  그런데 장례식장에 갈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돼요. 
 kuq;a wjux.,H W;aijhg hkfldg l¿ we÷ï we|,d hkak ´fka'

남:  그럼 집에 가서 까만색 옷을 입고 올게요. tfykï f.or .syska l¿ we÷ï we|ka tkakï'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③  5. ②

1. 여: 다음 주에 지하철역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B,Õ i;sfha Wux ÿïßh ia:dkh wi,g f.j,a udre lr,d hkak lsh,d yokafka'

 남: 왜요? 지금 기숙사가 좋지 않아요? 방도 크고 깨끗하잖아요.  
  wehs@ oeka bkak fkajdisld.drh fyd| keoao@ ldurh;a f,dl=hs jf.au msßisÿhsfka'

 여: 기숙사가 편하고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fkajdisld.drh myiqhs jf.au fyd| jqj;a fmdÿ m%jdykh Ndú;d lsrSug f.dvla wmyiqhs'

 남: 맞아요. 지하철역 근처로 이사하면 교통은 편리하겠네요.
    we;a;' Wux ÿïßh ia:dkh wi,g f.j,a udre lr,d hkjd kï fmdÿ m%jdyk mdúÉÑh kï' 

myiqfjhs'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①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여자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ehs ldka;dj f.j,audre lrkak hkafka@

 ① 교통이 불편해서 ② 방이 좁고 불편해서

 ③ 주변이 시끄러워서 ④ 공기가 깨끗하지 않아서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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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해서                      을/를 합니다. 초대를 받아서 갈 때에

는 선물을 사 가는데 보통 휴지나 세제를 많이 선물합니다. 휴지는 일이 잘 되라는 의미가 있고 세제는 빨

리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커피 잔이나 화분같은 것을 선물하기

도 합니다.

w¨;a ksjilg f.j,a udrelr hdfï§ mjqf,a whg iy hy¿jkag wdrdOkd lr ^ f.g f.j§fï 

W;ajhla& mj;ajhs' wdrdOkdjla ,nd W;aijhg hk úg ;E.a.la ñ<oSf.k /f.k hk w;r 

idudkHfhka ;E.s f,i fmam¾ i¾úhÜ fokq ,efí' fmam¾ i¾úhÜ j,ska jev ish,a, fyd¢kaa 

isÿfõjd` hkak w¾:j;a lrk w;r msßisÿ lsÍfï o%jH j,ska blaukska fmdfydi;a fõjd` hk w¾: 

f.kfohs' j¾;udkfha fcdavqjlg tlg Ndú;d l< yels fldams fldamam fyda u,a n÷ka wdÈh;a ;E.s 

f,i fokq ,nhs'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my; f–oh lshjd m%Yak j,g ms<s;=re imhkak'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한국에서는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같이 밥을 먹고 축하를 해 줍니다.

fldßhdfõ orejkaf.a m<uq WmkaÈkh m<uq Wmka Èkh lshd y÷kajhs' fuh ieuÍug mjqf,a 

wh iy {d;Ska tlg tl;= ù wdydrf.k orejdf.a m<uq WmkaÈkh fjkqfjka iqNm;hs'

     ① 돌  ② 백일  ③ 집들이  ④ 결혼기념일

2. 
가: 진영 씨 소식 들었어요? 진영 씨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ðfhdka uy;añh .ek wdrxÑ o@ ðfhdka uy;añh ,nk uifha újdy fjkjd'

나:  네, 저도 어제                     을 받았어요. 남자 친구를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한다니 깜짝 놀랐어요.

   Tõ' ug;a Bfha ^wdrdOkd m;%hla& ,enqkd' fmïj;d tlal hd¨fj,d f,dl= ld,hla .;jqfka 

ke;s ksid oekau újdy fjkjd lsõjyu mqÿu ys;=kd'

     ① 선물  ② 피로연  ③ 청첩장  ④ 축의금

3. 
한국의 결혼은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양식 

결혼식을 많이 하지만 전통 혼례의 풍습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신랑 부모님

과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이)라고 합니다.

fldßhdfõ újdy W;aijhka idïm%odhsl l%uhg iy ngysr  l%uhg mj;ajhss' j¾;udkfha 

idudkHfhka fjäka we÷ï we| ngysr l%ufha újdy W;aij f.dvla meje;a;=j;a idïm%odhsl  

újdy W;aij j,oS wkq.ukh l< iuyr pdrS;% wog;a olalg ,efnhs' újdy W;aijh wjika 

jQ miqj ukd,hdf.a foudmshka iy {d;Skag wdpdr lrk w;r fuh ^fmHafnla&a lshd lshhs'

     ① 함  ② 맞선  ③ 폐백  ④ 상견례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3 olajd we;af;a ysia;ekg jvd;a .e<fmk ms<s;=r  f;dark m%Yakhs' 

wka;¾.;hg .e<fmk ms<s;=r f;darkak'

my; oelafjk f–oh lshjd oS we;s m%Yakj,g ms<s;=re imhkak' b.k.;a foa u;la 

lrñka .eg¨j úi|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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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① 돌잔치  ② 집들이  ③ 결혼식  ④ 생일 파티

5. 세제를 선물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msßisÿ lsÍfï øjH ;E.s f,i §fïka l=uk woyila m%ldY fõo@ 

 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②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③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④ 새 집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정답   1. ①  2. ③  3. ③  4. ②  5. ③

정답   1. ②   2. ①   3. ③

[1~3]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oelafjk fþoh lshjd l=ula ms<sn| ioyka ù we;s fþohlao hkak f;darkak'

1.

 

매년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꽃을 달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iEu wjqreoaolu uehs 8 fjksod foudmshkaf.a lreKdjg wmf.a lD;fõ§;ajh m< lrk 

Èkhhs' orejka foudmshkag u,a ,nd § yoj;skau lD;{;dj m< lrhs' 

 ① 어린이날 ② 어버이날    ③ 스승의 날 ④ 국군의 날

2.

 

한국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 먼저 집

안 어른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fldßhdkq ksjilg we;=,a jk úg mdjyka .,jd we;=,a úh hq;=h' tfiau ksjig we;=¨ 

ùfuka miq m<uqj ksjfia isák jeäysáhka yg wdpdr l, hq;=h'

 ① 방문 예절 ② 언어 예절  ③ 직장 예절 ④ 식사 예절

3.

 

저는 회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

니다. 일이 많을 때에는 저녁 9시까지 야근을 할 때도 있습니다.

uu WoEik 9 isg iji 6 olajd ld¾hd,fha jev lrkjd' oyj,a 12 isg 1 olajd Èjd wdydrh 

ld,hhs' jev f.dvla we;s úg rd;%S 9 olajd jev lrk fj,djkao ;sfhkjd'

 ① 퇴근 시간 ② 회의 시간  ③ 근무 시간 ④ 출근 시간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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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카  지금 드라마가 시작돼요. 흐엉 씨, 빨리 오세요.
  fg,skdgH oeka mgka.kakjd" yTx uy;añh 

blaukg tkak' 

흐   엉  오, 김수현 씨 정말 멋있지 않아요?  

우리 고향 친구들도 아주 좋아해요.
  ́ " lsïiqfyHdka we;a;gu yrsu lvjiï" keoao@

 wfma .fï hy¿fjd;a f.dvla leu;shs'

수피카  흐엉 씨 고향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yTx uy;añhf.a .fï;a fldßhka fg,skdgH 

ckm%sh o@

흐   엉  그럼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수피카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ke;akï` fldßhka fg,skdgH úfkaod;aulhsfka' 

iqmsld uy;añh fldßhkq l,dlrejka w;rska 

ldgo jeäfhkau leu;s@

수피카  저는 빅뱅을 제일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uu ì.aanEx g f.dvla leu;shs' lvjiïfka'

인기 ckm%shhs

· 민수 씨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ñkaiq uy;auhd ldka;djka 

w;r ckm%shhs' 

· 이 영화는 남자보다 여자

에게 더 인기가 있어요.
  fuu Ñ;%mgh msßñkag 

jvd ldka;djka w;r ;j;a 

ckm%shhs' 

35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fldßhka kdgH úfkdaocklh

1. 두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mqoa.,hska fofokd l=ula o n,ñka isákafka@

2.  수피카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iqmsld fldßhka l,dlrejka w;ßka ldgo jeäfhkau leu;s@

정답   1. 드라마  2. 빅뱅

-지 않아요? 
;uka is;ñka isák fohla 
ms<sn|j wksla mqoa.,hdf.ka 
;yjqre lr.ekSug yok wjia:d 
j,oS Ndú;d lrhs'

· 가:   이 드라마 참 재미있지  
않아요? 

     fï kdgH f.dvla 
úfkdaocklhs" keoao@

 나: 네, 재미있어요. 
    Tõ, úfkaocklhs' 
· 가: 김치찌개가 맵지 않아요?
    lsïÑÑf.a ier keoao@ 
 나: 아니요, 안 매워요. 
     keye' ier keye'

대화 1  ixjdoh 1
Track 109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fya;=oelaùu" wkqudk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잖아요, –는/(으)ㄴ 것 같다

□ jpk Ndú;h ioyd Wmfoia  fldßhdfõ ckm%sh ixialD;sh" wd¾:slh iy 

l¾udka; 

□ ixialD;sl f;dr;=re yka,Hq ixpdr  

ñ<.g iqmsld iy yTx w;r ixjdohs' uq,skau ixjdohg fojrla ijka § wkq.

ukh lr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ia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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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dhlhd

영화배우
k¨jd

아이돌
ix.S; l,dlrejka

연예인
l,dlrejd

예능프로그램
úfkdaod;aul 

jevigyka

드라마
fg,s kdgH

케이팝(K-pop)
fldßhka fmdma

음악프로그램
ix.S; jevigyka

영화
Ñ;%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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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①     ㉠

②     ㉡

③     ㉢

④     ㉣

영화

음악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모니카 씨, 이 사과 어디에서 샀어요?

    나: 시장에서 샀어요. .

① 시장이 싸잖아요

② 시장이 비싸잖아요

2) 가: 투안 씨, 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나: 밖을 보세요. .

① 비가 오잖아요 

② 날씨가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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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음악 프로그램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jpk ud,dj 1 한류 yka,Hq ^fldßhdfõ ckm%sh ixialD;sh&

한류
yka,Hq ^fldßhdfõ 

ckm%sh ixialD;sh&

fldßhdfõ ckm%sh ixialD;sh yd iïnkaO fudkjdf.a m%ldYhka we;a oehs 

n,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emhSug W;ai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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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 yd úfYaIK mo" kdu mohlg tl;= lr" ijka fokakd iy l:lhd l;djg ,lajk 

wka;¾.;h ±kgu;a okakd úgoS Ndú;d fõ¡ kdu mohla iu`. fhfok úg zkdu moh + 

-(이)잖아요’ iajrEmh Ndú;d lrhs¡

·가:   수피카 씨의 친구들도 한국 가수를 좋아해요?  
iqmSld uy;añhf.a ñ;=rkq;a fldßhdkq .dhlhkag leu;so@

 나: 그럼요. 노래도 잘하고 멋있잖아요. tfykïæ iskaÿ;a fyd|g lshkjd jf.au iaudÜfka'

·가: 주말에 쇼핑하러 백화점에 갈까요? i;swka;fha fIdmska lrkak fomd¾;fïka;= fjf<|ie,g huqo@

 나: 다음 주말에 가는 게 어때요? 다음 주말부터 세일 기간이잖아요.   

      ,nk i;sfha hk tl .ek fudlo ys;kafka@ ,nk i;s wka;fha b|,d fia,a odkjdfka'

1)

  
가: 모니카 씨, 이 사과 어디에서 샀어요? fudksld uy;añh" fï wem,a  fldfykao ñ<g .;af;a@

나:   시장에서 샀어요.                                              . fmdf<ka .;af;a' ^fmdf<a ,dnhsfka&'

     ① 시장이 싸잖아요  ② 시장이 비싸잖아요

2)  
가: 투안 씨, 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jdkaa uy;auhd" wehs l=vhla wrka wdfõ@ 

나: 밖을 보세요.                                              . msg; n,kak' ^jyskjdfka&' 

     ① 비가 오잖아요  ② 날씨가 좋잖아요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ixjdoh lshjd .e<fmk ms<s;=r f;darkak'

정답   1) ①  2) ①

1.  가: 이 식당에 자주 오네요. 2. 가: 투안 씨는 한국어를 참 잘하지요?

 나: 음식이                                      .    나: 네, 열심히                                      .

3.  가: 왜 채소만 먹어요?  4. 가: 상우 씨가 인기가 많네요.

 나: 건강에                                      .   나: 친절하고                                        . 

정답   1. 맛있잖아요  2. 공부하잖아요  3. 좋잖아요  4. 멋있잖아요

문법 1  ixjdoh 1 -잖아요 G35-1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입에 잘 맞아요. uf.a lfá rig .e<fmkjd'

가: 한국 음식이 매워서 먹기 힘들지요? fldßhka wdydr ier ksid lkak wure o@

나: 아뇨, 입에 잘 맞아요. keye' uf.a lfá rig .e<fmkjd'

‘-잖아요’ fyd|ska wjfndaO jqkd o@ tfia kï my; ixjdoh lshjd jvd;a ksjerÈ 

ms<s;=r f;arkak'

;j álla mdvï lruq o@ ‘-잖아요’ Ndú;d lr my;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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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투안 씨, 스마트폰 새로 샀어요?
  ;=jdkaa uy;auhd" iaudÜ f*dka tlla w¨;ska ñ,§ 

.;a; o@

투안  네, 삼성전자에서 나온 신제품이에요.
  Tõ" iïfidx tflka w¨;skau y÷kajd oSmq 

f*dka tl'

리한  저도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어때요?
  uu;a cx.u ÿrl:kh udre lrkak ´fka ´l 

fldfyduo@

투안  화면도 크고 편리한 기능도 많은 것  

같아요.
  ialS%ka tl f,dl=hs jf.au myiqluq;a f.dvla 

;shkjd jf.a'

리한  한번 봐도 돼요?
  tl ierhla n,kak mq¿jka o@ ^ug álla 

n,kak fokj o&

투안  네, 요즘 한국 휴대폰이 우리 나라에도 

많이 수입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써요. 
  Tõ" fï ojia j, fldßhka cx.u ÿrl:k wfma 

rgg;a f.dvla wdkhkh lrkjd jf.a' uf.a 

hy¿fjd;a f.dvla mdúÉÑ lrkjd'

리한  휴대폰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잖아요.
  cx.u ÿrl:k fldßhdfõ m%Odk;u wmkhk 

NdKavhfka'

새로 w¨;a

①   fuf;la ;snQ foaj,a yd fjkia 
w¨;ska ke;fyd;a w¨;a fohla 
u.ska

②   fuf;la fkd;snqKq fohla 
m%:ufhkau

·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  
컴퓨터를 샀어요.
mß.Klh levqk ksid w¨;a 
mß.Klhla ñ,oS .;a;d' 

·이 집은 새로 지어서 깨끗해요.  fuu ksji w¨;ska bosl,  
ksjila ksid msßisÿhs' 

대표적인  ksfhdackh lrk $ 

m%Odk

hï úIh fY%aia;%hl fyda hï 

ldKavhl .=Kdx.hla fyda 

iajNdjhla ksrEmkh lsÍfï§ 

m%Odk jYfhka lemSfmk foa' 

·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제주도예요.

  fldßhdfõ ixpdrl ia:dk 

w;rska m%Odk ;ekla .kafka 

f–cq ¥m; fõ' 

· 비빔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msìïmí fldßhdfõ m%Odk 

wdydrhls' 

1. 투안 씨가 새로 산 물건은 어때요? ;=jdka w¨;ska ñ,§ .;a Ndkavh fldfyduo@ 

2.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fldßhdj ksfhdackh lrk m%Odk wmkhk NdKavh l=ula o@

정답   1. 화면도 크고 기능도 많아요.   2. 휴대폰

대화 2  ixjdoh 2
Track 110

ßydka iy ;=wdka fldßhdfõ cx.u ÿrl;k ms<sn| l;d lrñka isáhs' fofokd 

l=ula ms<sn| l;dlrñka isÜhs o@ uq,skau ixjdohg fojrla ijka fokak' 

my; oelafjk ßydka iy ;=jdkaf.a ixjdoh wkq.ukh lr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ia kï oS we;s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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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모니카 씨는 항상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요. 

 나: .

① 친구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②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2) 가: 방가 씨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나: .

① 요즘 한국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②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수출하다          선진국          수입품          개발도상국          수출품          수입하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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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수출하다
wmkhkh lrkjd

수출품
wmkhk NdKav

수입하다
wdkhkh lrkjd

수입품
wdkhk NdKav

선진국
ÈhqKq rgj,a

개발도상국
ÈhqKq fjñka 

mj;sk rgj,a 

무역
fjf<odu

경제 발전
wd¾:sl ixj¾Okh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1)

4)

2)

5)

3)

6)

수출하다  선진국  수입품  개발도상국  수출품  수입하다

정답   1) 수출하다  2) 수출품  3) 선진국  4) 수입하다  5) 수입품  6) 개발도상국

어휘 2  jpk ud,dj 2 경제 및 산업 wd¾:slh iy l¾udka;

wd¾:slh iy l¾udka; yd iïnkaO m%ldYhka fudkjdoehs  n,uq 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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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l fyda úfYaIK mohl w.g tl;= lr j¾;udk ld,fha flfrk ld¾hhla fyda 

;;a;ajhla wkqudk lsrSfuoS fyda ;ukaf.a is;=ú,a,la uDÿ f,i mejiSfïoS fhdod.efka'

동사 ^l%shd moh& 형용사 ^úfYaIK moh& 명사 ^jH[ackh&

-는 것 같다 자음 ^iajrh& → -은 것 같다 모음 ^kdu moh& → -ㄴ 것 같다 인 것 같다

가다 → 가는 것 같다

먹다 → 먹는 것 같다

있다 → 있는 것 같다

크다 → 큰 것 같다

   작다 → 작은 것 같다

학생 → 학생인 것 같다

의사 → 의사인 것 같다

·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있어요.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ñksiaiq l=v by<f.k bkakjd' t<sfha jyskjd jf.a'

· 가: 모니카 씨, 화장품을 사야 하는데 어떤 게 좋아요?  
 fudksld uy;añh" rEm,djkH nvq ñ,§ .kak ´fka' fudkjf.a tajdo fyd|@

 나:   이거 한번 써 보세요. 싸고 좋은 것 같아요. fïl tl ierhla ñ<g wrka n,kak" ñ<;a wvqhs' fydohs jf.a'

1)

 
가: 모니카 씨는 항상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요. fudksld uy;añh ks;ru i;s wka;fha ñ;=rka yuq fjkjd'

나:                                                                               . 

     ① 친구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②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2)

 
가: 방가 씨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mx.d uy;df.a fldßhdkq NdId l=i,;djh f.dvla oshqKq fj,d'

나:                                                                               . 

     ① 요즘 한국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②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idxjdoh lshjd .e<fmk  ms<s;=r f;darkak'

정답   1) ①  2) ②

문법 2  ixjdoh 2 -는/(으)ㄴ 것 같다 G35-2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jev f.dvla wêlhs $ ld¾hhnyq,hs'

가: 요즘도 일이 많아요? fï ojiaj,;a jev jeähs o@

나: 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Tõ' f.dvla ld¾hhnyq,hs'

대조적 정보 fjk;a f;dr;=re

wkqudkh yÕjk m%ldYkhla lsÍfï§ isxy, NdIdfõ zu,a,s wo i;=áka bkakjd jf.hsZ 

hkafkys zta jf.hsZ hkak fhdod .kakd f,iu fldrshdkq NdIdfjos;a jdlHhl wjidkfha 

fhfok wdLHd;hg ‘-은/는 것 같다’ tl;= lr wkqukd¾:h m%ldY lrkq ,efí' tfy;a 

jdlHfha wLHd;h f,i fhfok moj¾.h fyda ld,fNaohg wkqj ‘은’ iy ‘는’ m%fNaokhfldg 

Ndú;d lrkq ,efí'

·언니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wlald i;=áka jf.hs'

‘-는/(으)ㄴ 것 같다’ fyd|ska wjfndaO jqkd o@ tfia kï my; ixjdoh lshjd .e<fmk  

ms<s;=r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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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dßhdfõ ckm%sh ixialD;sfha msì§u iy wmkhkfha iïNkaO;dj ms<sn| m;a;r jd¾;djls' 

fydÈka lshjd m%Yak j,g ms<s;=re imhkak'

한류 열풍과 수출의 관계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lshjq wka;¾.;h yd iudk kï ◯, wiudk kï X ,l=K fhdokak'

1) 중국과 아시아에서는 최근 화장품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 ×

2)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화장품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  ◯ ×

3)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류 스타들이 화장품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화장품 수출과 한류 열풍

6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한류 열풍과 수출의 관계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is a news article on the relation of ‘Korean Wave’ fever to export.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NEWS TIMES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을수록 화장품, 의류, 음료,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상품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한류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많아질수록 화장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드라마에 

나온 한류 스타들이 화장품 모델을 하면서 

수출도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30%씩 꾸준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수출과 한류 열풍

(천달러)
32,000

27,000

22,000

17,000

12,000

7,000
2004      2007     2010      2013

화장품 수출

한류검색량

검색량은 K-pop과 드라마 검색량의 합(분기별 추이)

미국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ｘ에 표시하세요. 

1) 중국과 아시아에서는 최근 화장품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    ×

2)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화장품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  ◦    ×

3)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류 스타들이 화장품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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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 문화에 관심이 높을수록 화장품, 의류, 음

료,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상품의 수출이 늘

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한류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많아질수록 화장품의 수

출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드라

마에 나온 한류 스타들이 화장품 모델을 하면

서 수출도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30%씩 꾸준히 수

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m,jkH wdf,amk wmkhk iy fldßhdfõ ckm%sh ixialD;sfha msì§u

LG wd¾:sl iólaIK wdh;kh l, jd¾;d j,g wkqj f,djmqrd fldßhka ixialD;sh ms<sn| wjOdkh 

by<hdu;a iuÕu iqj| õ,jqï" we÷ï' îu j¾.' õÿ,s WmlrK"" jdyk wd§ NdKavhkays wmkhkfha 

jeä ùula o olakg ,efí' weußldfõ m%p,s; fldßhdka ckm%sh ixialD;sh ms<sn| wka;¾cd, ;=<ska 

m%p,s; ùfï m%;sM,hla f,i  iqj| ú,jqka wmkhkh úYd, jYfhka jeä ùula oel .; yelsh' ;jo 

fldrshdkq fg,skdgHfhys rxÕkfha ksr; jk l<dlrejka iqj| ú,jqka i|yd ksrEmsldjka f,i 

fmkSisàu;a ksidfjka wmkhk úYd, f,i jeä úh' úfYaIfhkau Ökh iy wdishd;sl rgj, miq.sh 

jir 5 ;=< iEu jirla mdid 30] taldlÍ wmkhk jeä ùula fmkajhs'

정답   1) X  2) O  3) O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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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여행
yka,Hq ixpdr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방영

된 <겨울연가>가 큰 사랑을 받고 일본과 중국으로 수

출되면서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은 이제 아

시아의 여행지가 되었고 최근에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촬영지인 

거제도, 인천, 가평 등의 여행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관광지 외에 주인공이 커피를 마시던 

카페나 치킨과 맥주를 먹던 치킨 전문점 등을 여행 코

스로 한 ‘별그대 테마 여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fldßhdfõ ckm%sh ixialD;sfha m%;sM,hla f,i 

fldßhdfõ ixpdrhg meñfKk úfoaYsl ixpdrlhska 

.Kk;a by< hñka mj;' 2000 jif¾ uq,a nd.fha 

muK úldYh jq 겨울연가 fg,skdgHh cmdkhg iy 

Ökhg  wmkhkh lsrSu;a iuÕ tu fg,skdgHfhys 

tk o¾Yk wvx.= kdïfidï m%foaYh wdishdfõ m%isoaO 

ixpdrl ia:dkhlaa njg m;a jq w;r j¾;udkfha 

úldYkh lrk 별에서 온 그대 fg,skdgHh Ökfha úYd, 

m%isoaêhlg m;aj we;s w;r tys rE.; lsrSï isÿ l< f.dfca 

Èjhsk" bkafpdka" ldmaafmHdka wd§ ixpdrl ia:dk kj 

ixl,amhla iys; ixpdrl wdl¾Ykhka njg m;aj we;" 

ixpdrl ia:dk j,g wu;rj  k¨ks<shka fldams îmq 

lef*a" l=l=,a uia lñka ìh¾ mdkh l< lv wd§ ia:dk 

j, ixpdrl w;aoelSula ,nd .; yelsjk f,i 별그대 

f;aud ixpdrhl meflachkao yÿkajd oS we;'

 

해외 한류 팬들은 한류 스타들을 보면서 그들이 입

고 나오는 옷이나 화장품, 가방, 휴대폰 등에 큰 관심

을 보여 한국 백화점이나 동대문, 명동 등을 찾는 외

국인 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여행사들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선보이거나 K-pop 스타 공연을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내 놓는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úfoaYSl yka,Hq rislhka fldrshdkq l,dlrejka w|sk we÷ï" Ndú;d lrk iqj| ú,jqka" cx.u ÿrl;k 

wdÈh ms<sn| oeä we,aula olajk w;r fujeks ksIamdok ñ<oS .ekSug fldßhka  iqmsß fj<o ie,a iy 

fodxfouqka" ïfhdxfodx wdÈ fj<| k.r fidhd hk úfoaYsl ixpdrlhska ixLHdj jeä ù we;' ixpdrl 

tackais uÕska kdgH yd Ñ;%mg rEm.; l,  ia:dk keröug yels ixpdrl meflac iy fldßhka fmdma 

ix.S; ;re j, ixo¾Yk ne,Sug wjia:dj ,nd fok ixpdrl meflac wd§ úúOdldr ksIamdokhka 

fj<|fmd,g y÷kajd foñka isá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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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류 여행 Korean Wave tour (Hallyu tour)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방영된 <겨울연가>가 큰 사랑을 받고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은 이제 아시아의 여행지가 되었고 최근에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촬영지인 거제도, 인천, 가평 등의 여행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관광지 외에 주인공이 커피를 마시던 카페나 치킨과 맥주를 먹던 치킨 

전문점 등을 여행 코스로 한 ‘별그대 테마 여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Following the Korean Wave,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has soared for the past decade.  겨울연가, Winter Sonata, 
which aired in the beginning of year the 2000, started the Korean Wave in Asia. It has spread worldwide after it was exported to 
Japan and China and is widely loved by fans overseas. Since then, 남이섬, one of its fi lming locations, has become a famous tourist 
spot because of foreign fans. More recently, along with the exceptional success of 별에서 온 그대, My Love from the Star, in China, 
filming locations such as 거제도, 인천, and 가평 now serve as popular tourist attractions. Furthermore, travel agencies off er My 
Love from the Star-themed tours, so tourists can experience the show by strolling around tourist attractions, having coff ee at the 
coff ee shop where the main characters had coff ee and eating and drinking at the chicken joint where the characters had chicken 
with beer. 

해외 한류 팬들은 한류 스타들을 보면서 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화장품, 가방, 휴대폰 

등에 큰 관심을 보여 한국 백화점이나 동대문, 명동 등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여행사들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선보이거나 K-pop 스타 공연을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내 놓는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very year, more and more foreign tourists visit Korean department stores, 동대문, and 명동 with increased interest in Korean brand 
clothes, make-up and bags worn by Korean celebrities. 
Accordingly, travel agencies have developed and off ered travel packages including K-pop concerts or themed travel based on 
K-dramas and Korean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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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travel agencies have developed and off ered travel packages including K-pop concerts or themed travel based on 
K-dramas and Korean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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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류 여행 Korean Wave tour (Hallyu tour)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방영된 <겨울연가>가 큰 사랑을 받고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은 이제 아시아의 여행지가 되었고 최근에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촬영지인 거제도, 인천, 가평 등의 여행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관광지 외에 주인공이 커피를 마시던 카페나 치킨과 맥주를 먹던 치킨 

전문점 등을 여행 코스로 한 ‘별그대 테마 여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Following the Korean Wave,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has soared for the past decade.  겨울연가, Winter Sonata, 
which aired in the beginning of year the 2000, started the Korean Wave in Asia. It has spread worldwide after it was exported to 
Japan and China and is widely loved by fans overseas. Since then, 남이섬, one of its fi lming locations, has become a famous tourist 
spot because of foreign fans. More recently, along with the exceptional success of 별에서 온 그대, My Love from the Star, in China, 
filming locations such as 거제도, 인천, and 가평 now serve as popular tourist attractions. Furthermore, travel agencies off er My 
Love from the Star-themed tours, so tourists can experience the show by strolling around tourist attractions, having coff ee at the 
coff ee shop where the main characters had coff ee and eating and drinking at the chicken joint where the characters had chicken 
with beer. 

해외 한류 팬들은 한류 스타들을 보면서 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화장품, 가방, 휴대폰 

등에 큰 관심을 보여 한국 백화점이나 동대문, 명동 등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여행사들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선보이거나 K-pop 스타 공연을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내 놓는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very year, more and more foreign tourists visit Korean department stores, 동대문, and 명동 with increased interest in Korean brand 
clothes, make-up and bags worn by Korean celebrities. 
Accordingly, travel agencies have developed and off ered travel packages including K-pop concerts or themed travel based on 
K-dramas and Korean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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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jdohg ijka§ m%Yak j,g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mqoa.,hska fofokd l=ula ms<sn| l;d lrñkao isákafka@

 ① 한국어  ② 한국 노래

 ③ 한국 영화  ④ 한국 드라마

5.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할 것입니까?

 mqoa.,hska fofokd oeka l=ulao lrkafka@

 ① 콘서트에 갈 것입니다.  ② 쇼핑을 할 것입니다.

 ③ 텔레비전을 볼 것입니다.  ④ 영화를 보러 갈 것입니다.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1~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저는 드라마를 봐요.

 ② 음악을 자주 들었어요.

 ③ 저는 빅뱅을 좋아해요.

 ④ 영화에서 볼 수 있어요.

2. ① 석유를 많이 수입해요.

 ② 휴대폰하고 텔레비전이에요.

 ③ 저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요.

 ④ 요즘 경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3. ① 네, 재미있잖아요.

 ② 네, 콘서트를 많이 봤어요.

 ③ 아니요, 그래서 매일 봐요.

 ④ 아니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Track 111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sg 3 olajd m%Yakh wid .e<fmk  ms<s;=r f;dark m%Yakh fõ' fyd|ska 

wid .e<fmk  ms<s;=r  f;darkak'

my; oelafjkafka ixjdohg ijka § .e<fmk ms<s;=r f;dark m%Yak fõ' ixjdoh 

ijka §ug fmr WodyrKfha wka;¾.;h tl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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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리한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ßydka uy;auhd fldßhka l<dlrejka w;ßka ldgo leu;s@ 

2. 남: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뭐예요? fldßhdfõ m%Odk wmkhk NdKavh l=ulao@

3. 여: 투안 씨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네요.
  ;=jdka uy;auhd fldßhdfõ úfkaod;aul jevigyka j,g yrshg leu;shsfka' 

4-5. 

여: 투안 씨, 이제 곧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같이 볼래요?
 ;=jdka uy;auhd" <ÕÈ uu leu;s ix.S; jevigyk mgka .kak hkafka tlg n,uq o@

남: 네, 좋아요. yrs'

여: 투안 씨도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wdka uy;auh;a fldßhka .S; j,g leu;s o@ 

남: 그럼요. 한국 노래를 자주 들어요. ke;akï` fldßhka .S; ks;ru wykjd'

여: 그럼 우리 토요일에 같이 콘서트 보러 갈래요?
 tfykï wms fikiqrdog tlg fldkaiÜ tlla n,kak huq o@

남: 좋아요. 저도 콘서트에 가 보고 싶었어요. fyd|hs' uu;a fldkaiÜ tll g .syska n,kak leu;s hs'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②  3. ①  4. ②  5. ③ 

1. 여: 투안 씨, 요즘 한국어 배우러 다닌다면서요? 
  ;=jdka uy;d" Thd fï ojiaj, fldßhdkq NdIdj bf.k .kak hkjd,q fkao@ 

 남: 네, 주말마다 근로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Tõ" yeu i;s wka;hlu lïlre uOHia:dkfha  fldßhdkq NdIdj bf.k .kakjd" yßu 

úfkdaocklhs'

 여:   그래요? 저는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해서 그런지 재미도 없고 실력도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에는 근로자센터에 다녀야겠어요. 
   we;a;o@ uu ;ksju fldßhdkq NdIdj bf.k .kakd ksid tÉpr úfkdaohla ,nkafka;a kE 

yelshdj j¾Okh fjkafka;a kE jf.hs' B,Õ j;dfõ uu;a lïlre uOHia:dkhg hkak ´fka'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②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여자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ldka;dj fldßhdkq NdIdj mdvï lrkafka flfiao@

 ① 학원에 다닙니다. ② 혼자 공부합니다.

 ③ 친구와 같이 공부합니다. ④ 선생님과 함께 공부합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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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oelafjk m%Yak i|yd ms<s;=re imhkak'

1.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my; olafjkafka l=ula yd iïnkaO f–ohla o@

 

한국은 1950년에 한국전쟁이 끝난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경제를 

개발했고 이후 경제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fldßhdj 1950 j¾Ifha fldßhka hqoaOh wjika jq miqj f,dalfha jvd;au È,sÿ rg njg m;aúh' 

kuq;a 1960 j¾Ifha wd¾:sl ixj¾Okh is÷jQ w;r t;eka isg wd¾:slh iqúfYaIS f,i j¾Okh 

jkakg úh'

 ① 무역  ② 수출품  ③ 수입품  ④ 경제 발전

2.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fuu mqoa.,hd iïnkaO ksjErÈ úia;rh f;darkak'

 

저는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국 아이돌이 나오는 콘서

트를 봤는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래를 듣고 이해하고 싶어

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uu fldßhka isxÿ  j,g leu;s ksid fldßhdjg wdjd' uq,skau rEmjdysksfhka wyïfnka fuka 

fldßhka .dhlhkaf.a ix.S; m%ix.hla oelald" oÌ f,i k¾;kfha .dhkfha ksr; fjk whqre 

oel,d wdifjkak mgka .;a;d' ta ksid fldßhka isxÿ j,g ijka oS f;areï .kakg wdi ksid 

fldßhka NdIdj bf.k .kak mgka .;a;d'

 ① 지금 고향에 있습니다.  ②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다.

 ③ 한국어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한국 노래를 자주 안 듣습니다.

3. 한국의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fldßhdfõ wmkhkh yd iïnkaO ksjerÈ ms<s;=r f;darkak'

 

한국의 경제는 수출 중심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단순한 조립 제품을 수출했지만 1990년대 이후 

자동차와 기계 등을 수출했고 2000년대부터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의 수출이 늘었습

니다.

fldßhdfõ wd¾:slh wmkhk wNsuqL fõ' 1980 j¾Ihg fmr b;d iq¿ mrsudkfha jdyk fldgia 

ksIamdok wmkhk l,;a 1990 j¾Ifhka miqj jdyk iy hka;% wdÈh wmkhkh lr,d 2000 

j¾Ifha isg cx.u ÿrl:k iy mß.Kl wd§ bf,lafg%dksla ksIamdok wmkhkh jeäúh'

 ① 한국은 수입을 많이 합니다.

 ② 1980년대에는 수출을 전혀 안 했습니다.

 ③ 1990년대에 조립 제품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④ 2000년대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휴대전화입니다.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f–oh lshjd .e<fmk ud;Dldjl f;dark m%Yak fõ' wxl 2 iy 3  f–oh 

lshjd .e<fmk ms<s;=r f;dark m%Yak fõ' fydÈka lshjd m%Yak j,g ms<s;=re 

imhkak'

my; oelafjk f–oh lshj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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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한국의 대중문화를 한류라고 합니다. 최근

에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K-pop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배우들과 

가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한류로 인해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져서 관광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 j¾Ifha isg Ökh iy .sksfldKÈ. wdishdfõ wjg m%isoaO ùug wdrïN jq fldßhdfõ ckm%sh 

ixialD;sh 한류 f,i y÷kajhs' j¾;udkfha .dhlhka uQ,slj m%isoaêhg m;a jQ fldßhka fmdma 

ix.S; ld,dj wdishdfõ muKla fkdj hqfrdamh iy weußldj ;=<;a úYd, ckm%sh;ajhla ysñlr.

ksñka isák w;r fldßhdfõ ckm%sh k¨jka iy .dhlhka úfoaY rgj, ixpdrfha fhfosñka 

rislhska i|yd jevigyka mj;ajk wjia:d;a jeä fjñka mj;Ss' fldßhdfõ ckm%sh ixialD;sh 

fya;=fjka fldßhdfõ lEu iy fldßhdj ms<sn| Wkkaÿj jeäúfï m%;sM,hla f,i ixpdr 

l¾udka;h wdYs%;j Wmhk  wdodhu úYd, jYfhka by< hñka mj;S'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my; f–oh lshjd m%Yak j,g ms<s;=re imhkak'

4.   한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fldßhdfõ ckm%sh ixialD;sh ms<sn| úia;r lrk ksjeros ms<s;=r f;darkaak'

 ① 최근에 시작되었다.  ② 동남아의 대중문화이다.

 ③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다.  ④ 외국에서 활동하는 배우는 전혀 없다.

5.   한류의 영향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fldßhdfõ ckm%sh ixialD;sfha n,mEu ms<sn| úia;r lrk ksjeros ms<s;=r l=ulao@

 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없다.  ② 음악보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③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④ 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③  5. ③

정답   1. ①   2. ①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제 동료는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 사람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 

동료처럼 한국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uf.a i.hska fldßhdkq NdIdj f.dvla fydÈka okakd ksid fldßhkq cd;slhka jf.uhs' uu;a 

uf.a i.hka fuka fldßhdkq NdIdj fyd¢ka bf.kf.k fldßhka NdIdj m%.=K lrkak 

leu;shs'

 ① 아주 ② 가끔 ③ 별로 ④ 전혀

2.

 

한국 드라마가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한국에 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fldßhdkq fg,skdgHh fndfyda rgj, ckm%sh fjñka mj;S' fldßhdj ms<sn| Wkkaÿj 

jeäùu;a iuÕ iEu jirlu fldßhdjg meñfKk ixpdrlhkaf.a ixLHdj;a by< hñka 

mj;S'

 ① 늘어나고 ② 사라지고 ③ 방문하고 ④ 신청하고

확장 연습 jeäÿr wNHdi



36 ms<sfj,lg we|,d bkakfldg fmkqu fyd|hs  8382  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ms<sfj,lg we|,d bkakfldg fmkqu fyd|h

투안  리한 씨, 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ßyka uy;d" w¨;a ld¾hd, we÷u fydog 

.e<fmkjd'

리한  그래요? 저는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 
좀 불편한데, 투안 씨는 괜찮아요?

  we;a;o@ ug kï isma tl fn,a, <Õgu jykak 

fjk yskao álla wmyiqhs' ;=wka uy;dg wmyiq 

keoao@

투안  좀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해야 작업할 때 
안전하니까요.

  Tõ" álla tfyu kï ;uhs ta;a fufyu wekafod;a   

jevlrkfldg wdrlaIs; ksid lula keye'

반장  투안 씨 말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처음이라 좀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wka uy;df.a l;dj we;a;' ta jf.au fofokd 

ms<sfj,lg we|, bkakfldg fmkqu fyd|hs" 

uq,skau w|sk ksid álla wmyiq fjkak mq¿jka 

jqk;a mqreÿ jqkyu m%Yakhla ke;sfjhs'

그렇기는 한데 tfyu Wk;a 

uq,a wka;¾.;h yd tlÕ fjk 

kuq;a fjk;a woyila we;súg 

Ndú;d lrhs

· 가:   운동화가 정말 예뻐요.

  fï im;a;== fol yßu 

myiqhs'

  나: 그렇긴 한데, 너무 비싸서

  못 사요. 

  tfyu jqk;a" f.dvlaa ñ, 

wêl ksid ñ,§ .kak 

neye'

-아/어지다 
úfYaIK mohla iuÕ iïnkaO  ù fjkiajqk iajNdjhla fmkajhs
·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hy¿jka yuqjqKq ksid ys;g 

i;=gq ys;=Kd' 

·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ld,.=Kh ál ál is;, ùf.k tk ksid fiïm%;sYHdfjka 
m%fõYï fjkak'

정답   1. 두 사람은 새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2.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요.

1. 투안 씨와 리한 씨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wka yd ßyka l=uk we÷ula o we|f.k isákafka@

2. 리한 씨는 왜 새 작업복을 불편해 해요? 
 ßyka wehs w¨;a ld¾hd, we÷u wmyiqhs lshd mjikafka@

대화 1  ixjdoh 1
Track 112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we÷u ms<sn| úia;r lsÍu $ Wmfoia §u

□jHdlrK  Ndú;h ioyd Wmfoia –아/어 보이다, –게

□ jpk Ndú;h ioyd Wmfoia  we÷u $ wdl,am

□ ixialD;sl f;dr;=re jevlrk ia:dkfhaoS w¢k we÷u

;=wka yd ßyka jevg w¢k we÷ï .ek l;dlrñka isá" uq,skau  ixjdohg 

fojrla ijka oS wkq.ukh lr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ia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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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jevg w¢k we÷u

유니폼
ks, we÷u

단정하다
ms<sfj,hs

깔끔하다 
ms<sfj,hs $ msrsis÷hs

단추를 
잠그다
fnd;a;ï 

oukjd

단추를 
풀다

fnd;a;ï 

.,jkjd

지퍼를 
올리다
isma tl 

oukjd

지퍼를 
내리다
isma tl 

.,jkjd

넥타이를 
매다

ghs tl 

oukjd

넥타이를 
풀다

ghs tl 

.,jkjd

• 작업장에서는 작업복을 입어야 해요.   

jev lrk ia:dkfha§ jevg w¢k we÷u we¢h hq;=hs'

• 유니폼을 입으니까 단정해 보여요.  

ks, we÷u weka| ksid ms<sfj,hs' 

•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해야 해요. 
ld¾hd,fha§ ms<sfj,g iy msrsis÷jg we¢h hq;=hs'

6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⑤     ㉤

넥타이를 풀다

지퍼를 내리다

넥타이를 매다

단추를 풀다

단추를 잠그다

2. ‘-아/어 보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아/어 보이다.’

1) 가: 리한 씨, 단추를 좀 푸는 게 어때요? . [답답하다]

 나: 그래요? 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2) 가: 넥타이를 매니까 아주 . [단정하다]

 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3) 가: 지훈 씨가 오늘 . [피곤하다]

 나: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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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타이를 풀다 ㉡ 지퍼를 내리다 ㉢ 넥타이를 매다 ㉣ 단추를 풀다 ㉤ 단추를 잠그다

① ⑤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1  jpk ud,dj 1 복장 we÷u

iud.fï§ l=uk we÷ula we¢h  hq;= o@ we÷ï iïnkaO fhÿï úuid n,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eg¿j úi§ug W;ai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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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fYaIK mohlg iïnkaO fldg hïlsis mqoa.,fhl= fydA jia;=jla ms<sn| ;lafiare lsÍuloS 

fyda wkqudk lsÍuloSS Ndú;d fõ¡

ㅏ, ㅗ → -아 보이다 ㅓ, ㅜ, ㅣ wd§ → -어 보이다 하다 → 해 보이다

작다 → 작아 보이다 맛있다 → 맛있어 보이다 불편하다 → 불편해 보이다

· 가: 아상카 씨, 아주 바빠 보여요. wixl uy;d" f.dvla ld¾h nyq,hs jf.a fmakafka'

  나: 네, 오늘 일 좀 많아요. Tõ' wo jev álla jeähs' 

· 가: 이 빵 좀 드셔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fï mdka álla ld,d n,kak' uu yeÿfõ'

  나: 정말 맛있어 보여요. f.dvla rihs jf.a fmakafk' 

· 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álla wmyiqhs jf.a fmakjd' Thd fyd¢kao@

  나: 넥타이를 풀어야겠어요. ghs tl f,ykak ´fka'

※   iuyr úfYaIK moj, w.g" ‘-게 보이다’ fhdod uq,a w¾:fhka úYd, fjkila fkdue;sj 

Ndú;d l< yelsh'

· 그 옷을 입으니까 날씬해 보여요. ta we÷u wekao ksid flÜgqjg fmakafka'

  (= 그 옷을 입으니까 날씬하게 보여요.) ^ta we÷u wekao ksid flÜgqjg fmakafka'&

2. ‘-아/어 보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아/어 보이다’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1)  가: 리한 씨, 단추를 좀 푸는 게 어때요?                            . [답답하다] 

   ßyka uy;auhd fnd;a;ï álla .,j, n,k tl fldfyduo@ wmyiqfjka bkakjd jf.a 

fmakafka" [wmyiqhs $ jd;dY%h wvqhs]

 나: 그래요? 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tfyuo@ ug fmdâvlaj;a wmyiq keye" lsis m%Yakhla keye'

2)  가: 넥타이를 매니까 아주                                               . [단정하다] 
  ghs tl od,d ksid f.dvla ms<sfj,g fmakjd' [ms<sfj,hs]

 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we;a;o@ ia;=;shs'

3)  가: 지훈 씨가 오늘                                                        . [피곤하다] 
  ðyqkaa uy;d wo uykais mdghs" [uykaishs]

 나: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Bfha yjia fjkl,a jevl, ksid tfyu fmakjd we;s' 

정답   1) 답답해 보여요  2) 단정해 보여요  3) 피곤해 보여요

문법 1  ixjdoh 1 -아/어 보이다 G36-1

대조적 정보 fjk;a f;dr;=re

ud;Dldjg ,lajk jia;=j ms<sn| fm!oa.,sl woyila fyda ye.’ula m%ldY lsrSuloS isxy, 

NdIdfõ ‘we÷u WKqiqï jf.hs’ jeks wkquKd¾:h ye.fjk m%ldYkhka fhdod.kq ,enqj;a 

fldrshdkq NdIdfjka fuh úfYaIK moh w.g ‘-아/어 보이다’ hkak tl;= lr m%ldY lrkq 

,efí'

·이 옷은 따뜻해 보여요. fï we÷u kï Wkaiqï jf.hs'

‘-아/어 보이다’ fyd|ska wjfndaO jqkdo@ tfiakï by; fhÿï Ndú;dlr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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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리한 씨, 잠깐 나 좀 봐요.
 ßyka uy;auhd" udj állg yuqfjkak'

리 한 네? 무슨 일이신데요?
  fudllao m%Yakh@

공장장  리한 씨,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 건 알

겠어요. 그래도 기계를 발로 툭툭 차고, 

작업장에서 크게 떠드는 건 정말 예의

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ßyka uy;auhd fï Èkj, jev jeä ksid álla 

uykaishs lsh,d okakjd" kuq;a WmlrK j,g 

mhska .id l¾udka; Yd,dj ;=, yhsfhka lE 

.yk tl t;rï iqÿiq keye'

리 한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iudfjkak' ug;a jegfykafka ke;=j ;ry 

.shyu tfyu fjkjd'

공장장  요즘 다들 그럴 거예요. 서로 조금씩만 

배려합시다.
  fï Èkj, yefudau tfyuhs" wks;a wh .ek;a 

álla ys;kak' 

-잖아요 
fofokdu okakd fohla kej; 
ikd: lrk úg fyda ksjerÈ 
lrk úg Ndú;d lrhs' 

· 가: 리한 씨는 언제 고향에서
  돌아와요?
   ßyka uy;d ljoo .fuka 

tkafka@ 

 나: 내일 오잖아요.
    fygfka tkfka'

· 가: 왜 이렇게 길이 복잡해요?   wehs fuÉpr mdf¾ jdyk@ 
 나: 지금 퇴근 시간이잖아요.   oeka jev wefrk 

fj,djfka'

그래도 kuq;a

· 이 책은 너무 비싸요.  

그래도 한국어 공부를  

하려면 꼭 필요한 책이에요.

  fï fmd; f.dvla ñ, wêlhs" 

kuq;a fldßhka NdIdj bf.k 

.kakjd kï wksjd¾hfhkau 

;sìh hq;= fmd;la" 

·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까지 일을 끝내야 해요.

   uykaishs iy wudrehs" kuq;a 

wo oji we;=<; oS jev 

bjrlrkaka ´fka 

1. 리한 씨는 무슨 행동을 했어요? ßyka uy;auhd' udj állg yuqfjkak@

2. 리한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fudllao m%Yakh@

정답   1. 기계를 발로 툭툭 차고, 작업장에서 크게 떠들었어요.  2.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대화 2  ixjdoh 2
Track 113

l¾udka; Yd,dfõ l<ukdlre ßykaf.a l%sshldrlï .ek Wmfoia foñka 

bkakjd" l¾udka; Yd,d l<ukdlre ßykag fudkjo lshkafka@ uq,skau 

foni fojrla ijka fokak'

fujr l¾udka; Yd,d l<ukdldr;=ud iy ßydka f,i foni kej; 

lshjkak" fydÈka ijka oS wkq.ukh l<d o@ tfia kï my;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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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다
.relrkjd

배려하다
wka wh .ek is;d ne,Su

칭찬하다
m%Yxid lrkjd

함부로 하다
fkdie,ls,su;aj lrkjd

피해를 주다
wmyiq;djhg m;a 

lrkjd

불쾌하다
wmyiq;djhg m;a lrkjd  

$ wm%ikakhs

무시하다
.Kka .kafka 

keye

예의가 있다
yeÈhdjla we;

예의가 없다
yeÈhdjla ke;

반말을 하다
my;afldg l;d lrkjd  

$ .re fkdlr l;d 

lrkjd

존댓말을 하다
.refldg l;d lrkjd 

[직장에서 지켜야 할 것]

1) 직장에서 일이 많을 때는 서로                                     주세요.

2) 신입 사원에게도 반말 말고                                     주세요.

3) 동료의 의견을                                     주세요.

4) 일을 할 때는 옆 사람에게                                     마세요.

5)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안 돼요.

ysia;ekg .e<fmk jpkh WodyrK j,ska f;dard jdlH iïmq¾K lrkak'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존중하다  피해를 주다  함부로 하다  존댓말을 하다  배려하다

정답   1) 배려해  2) 존댓말을 해  3) 존중해  4) 피해를 주지  5) 함부로 하면

안녕하세요

어휘 1  jpk ud,dj 1 태도 wdl,am $ .;s mej;=ï

l¾uk;Yd,dfõ§ fyda fmdÿ ia:dkj,§ fjk;a whl= iuÕ lghq;= l< hq;af;a 

flfiao@ wdl,am $ .;s mej;=ï yd iïnkaO jpk fudkjd oehs bf.k .ksuq 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



36 ms<sfj,lg we|,d bkakfldg fmkqu fyd|hs  8786  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foni lshjd .e<fmk jpkh f;darkak'

1)

 

가: 나이가 같은 사람한테 반말을 하면 안 돼요? 
 tlu jhfia whg my;afldg l;d lrk NdIdj Ndú;d l<dg  lula keoao@

나: 아직 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어요.

   ta mqoa.,hd iuÕ t;rï ióm iïNkaO;djla ke;akï ^wmyiq;djhlg& m;afjkak mq¿jka'

     ① 불편하고  ② 불편하게

2)

 

가: 직장에서                 생활하려면 서로 배려하는 게 좋아요.
 jev ìfï§ ^i;=áka& jev lsrSug kï tlsfkld ms<sn| is;d lghq;= lrk tl fyd|hs' 

나: 맞아요. 피해를 주면 안 돼요. we;a;" wmyiq ;;ajhlg m;a lrkak fydo keye'

     ① 즐겁게 ② 즐겁고

3)

 

가: 이게 더                 의자니까 여기에 앉으세요.
   fïl ^iem myiq& mqgqjla ksid fu;k bo.kak'

나: 네, 고마워요. yrs" ia;=;shs'

     ① 편한  ② 편하게

정답    1) ②  2) ①  3) ①

úfYaIK m%lDlsh wjidkfha fh§ l%shdmoh jsia;r lrk l%shd úfYaIKhla njg m;a fõ'

· 가: 불쾌하게 해서 미안해요. wmyiq;djhg m;a l,dg iudfjkak'

  나: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talg lula keye' ta .ek tÉpr ys;kak tmd'

·   초대해 줘서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wdrdOkd l<dg ia;+;shs' rig lEjd'

· 직장에서는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해요. /lshd ia:dkfha§ wdpdrYs,S f,i lghq;= l< hq;=hs' 

·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그렇게 크게 떠들면 안 돼요. 

fu;k fmdÿ ia:dkhla ksid tfyu yhsfhka l;d fkdl< hq;=hs'

※         iuyr wjia:dj,oS úfYaIK mo + ‘-게’ iajrEmh Ndú;d fkdù fl,skau l%shd úfYaIK 

mo fhdod.kq we;' tjeks l%shd úfYaIK mo iuyrla my; oelafõ¡ 

f.dvla    ‘많이 (f.dvla)’, ‘멀리 (wE;)’, ‘일찍 (l,ska)’, ‘조금 (álla)’, ‘빨리 (blaukska)’, ‘천천히 (ysñka)’, ‘높이 (by<ska)’

문법 2  ixjdoh 2 -게 G36-2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한잔할까요? fndkak huqo@ 

가: 오늘 저녁에 한잔할까요? wo yjig fndkak huqo@

나: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fydohs" fldfyÈo uqK.efykafka@

‘-게’ fyd|ska wjfndaO jqkd o@ ixjdofha ysia;ekg .e<fmk fh÷u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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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oelafjkafka jev lrk ia:dkh yd iïNkaO wdpdrO¾u ms<sn| yrS ○" jersos ×  ,l=Kq 

lrk m%Yak fõ" fydÈka wid m%Yakj,g ms<s;=re imhkak'

1.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
 jevfmdf,a§ ms<sj,g msßisÿjg we÷ï w¢kak ´fka'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의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
 jev lrk úg w¢k we÷fï fnd;a;ï .e,úh hq;=hs'

3. 작업장에서는 신발끈을 묶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jevfmdf,a§ im;a;= f,aia  .eg .id we;aoehs ne,su iqÿiqhs'

4. 예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yeÈhdjla ;sîu hkq wka wh ms<sn|j;aa is;d ne,Su fõ'

5.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jev lrk úg wka whj .Kka fkdf.k isàu fyd|hs'

6.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
 by, ks,OdÍkag f.!rjfhka l;d l< hq;=hs'

7. 친한 동료와는 반말을 해도 됩니다.  ×
  ióm wh iuÕ .!rjkSh fkdjk NdIdfjka l;d l,dg .eg,qla ke;'

8. 아랫사람에게도 예의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
   ;udg jvd my;a wh iuÕ jqk;a yeoshdjla we;sj yeisrsh hq;=hs'

9. 친한 동료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다.  ×
 w÷kk wh;a iuÕ fkdie,ls,su;a f,i yeisrek o .eg,qjla ke;'

10.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wks;a whj wmyiq;djhg m;alrjk jev fkdl< hq;=hs'

1.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ksjerÈ kï O yd jerÈ X kï fhdokak'

직장 예절에 관한 O, X 퀴즈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3.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보세요. Thd,d fudkjf.ao@ fidhd n,kak'

8점 이상
,l=Kq 8 g jvd 

je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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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직장 예절에 관한 ◦, ×퀴즈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description on workplace manners.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1.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2.   정답을 보고,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문제 당 1점이에요. 

3.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보세요. 

1.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  ×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의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  ×
3. 작업장에서는 신발끈을 묶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4. 예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
5.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6.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  ×
7. 친한 동료와는 반말을 해도 됩니다. ◦  ×
8. 아랫사람에게도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  ×
9. 친한 동료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다.  ◦  ×
10.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나의 점수

정답
1. ○     2. ｘ     3. ○     4. ○     5. ｘ     6. ○     7. ○     8. ○     9. ｘ     10. ○

8점 이상 직장에서의 예절을 잘 알고 있군요!

4~7점 직장 예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3점 이하 직장 예절에 대해 다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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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예절을 잘 알고 있군요!
jevfmdf<a yeisßh hq;= wdldrh fyd|ska okakjdæ

4-7점
4 ;a 7 ;aa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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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직장 예절에 관한 ◦, ×퀴즈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description on workplace manners.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1.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2.   정답을 보고,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문제 당 1점이에요. 

3.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보세요. 

1.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  ×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의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  ×
3. 작업장에서는 신발끈을 묶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4. 예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
5.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6.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  ×
7. 친한 동료와는 반말을 해도 됩니다. ◦  ×
8. 아랫사람에게도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  ×
9. 친한 동료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다.  ◦  ×
10.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나의 점수

정답
1. ○     2. ｘ     3. ○     4. ○     5. ｘ     6. ○     7. ○     8. ○     9. ｘ     10. ○

8점 이상 직장에서의 예절을 잘 알고 있군요!

4~7점 직장 예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3점 이하 직장 예절에 대해 다시 공부하세요.

한국어 표준교재 31~40.indd   72 2014-06-11   오전 9:45:25

직장 예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jevfmdf<a yeisßh hq;= wdldrh .ek ;j álla is;d 

n,kak'

3점 이하
3 g w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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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직장 예절에 관한 ◦, ×퀴즈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description on workplace manners.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1.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2.   정답을 보고,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문제 당 1점이에요. 

3.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보세요. 

1. 직장에서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  ×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의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  ×
3. 작업장에서는 신발끈을 묶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4. 예의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
5.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6.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  ×
7. 친한 동료와는 반말을 해도 됩니다. ◦  ×
8. 아랫사람에게도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  ×
9. 친한 동료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다.  ◦  ×
10.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나의 점수

정답
1. ○     2. ｘ     3. ○     4. ○     5. ｘ     6. ○     7. ○     8. ○     9. ｘ     10. ○

8점 이상 직장에서의 예절을 잘 알고 있군요!

4~7점 직장 예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3점 이하 직장 예절에 대해 다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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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예절에 대해 다시 공부하세요.
jevfmdf<a yeisßh hq;= wdldrh ms<sn|j kej; 

bf.k .kak'

ms<s;=re foi n,d Tnf.a ,l=Kq .Kkh lr n,kak" tl m%Yakhlg tl ,l=Khs' 

2. 정답을 보고, 여러분의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문제 당 1점이에요.

나의 점수 uf.a ,l=Kq

정답   1.   2. ×  3.   4.   5. ×  6.   7.   8.   9. ×  10. 

활동  l%shdldrlï 



36 ms<sfj,lg we|,d bkakfldg fmkqu fyd|hs  8988  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작업 현장의 복장
jevfmdf<a w¢k we÷ï

농업
f.dú;ek

제조업(밀링 작업)
ksIamdok l¾udka;

^lekSï&

어업
êjr l¾udka;h

건설업
f.dvke.s,s boslsrsfï 

l¾udka;h

제조업(용접)
ksIamdok l¾udka;

^hlv&

유통업(제품 포장)
 fnodyeÍfï l¾udka;h 

^NdKav weiqreï&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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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 ① 얼른 지퍼를 올릴게요.  ② 빨리 옷을 가져올게요.

 ③ 금방 작업복을 입을게요.  ④ 제가 신발을 빌려줄게요.

4. ① 제가 하겠습니다.  ② 나중에 다시 올게요.

 ③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④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Track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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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얼른 지퍼를 올릴게요.  ② 빨리 옷을 가져올게요.

③ 금방 작업복을 입을게요.  ④ 제가 신발을 빌려줄게요.

4. ① 제가 하겠습니다.  ② 나중에 다시 올게요.

③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④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작업복을 산다.        

② 작업복을 벗는다.   

③ 작업복 단추를 푼다.   

④ 작업복 단추를 잠근다. 

Track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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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l;djg ijka§ .e<fmk  ms<s;=r f;darkak'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msßñ mqoa.,hd ó<Õg lrk l%shdldrlug iudk ms<s;=r f;darkak'

 ① 작업복을 산다.

 ② 작업복을 벗는다.

 ③ 작업복 단추를 푼다.

 ④ 작업복 단추를 잠근다.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sg 2 olajd oelafjkafka mska;=rh foi n,d .e<fmk  fhÿu f;dark m%Yak 

fõ'

wxl 3 isg 4 olajd we;af;a .e<fmk fhÿu f;dark m%Yak fõ' 5 jk m%Yakh 

foni wjika jqúg msßñ mqoa.,hd úiska lsrSug n,dfmdfrd;a;= jk l%shdldrlu 

f;dark m%Yakh fõ' fonig ijkaoSug fmr m%Yak fydÈ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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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작업복을 입었네요. jevfmd<g w¢k we÷u we|,dfka'

 ② 여: 작업을 시작했네요. jev mgka.;a;dfka' 

 ③ 여: 작업을 하고 있네요. jev l¾k.ukafka'

 ④ 여: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jevfmd<g .shdfka'

2. ① 남: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fnd;a;ï ouñka bkakjd'

 ② 남: 지퍼를 올리고 있어요. isma tl jiñka bkakjd'

 ③ 남: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ks, we÷u we|f.k bkakjd'

 ④ 남: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ghs tl we|f.k bkakjd'

3. 여: 잠깐만요.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의 지퍼를 꼭 올려야 해요.
 fmdâvla bkak' jev lrk úg jevg w¢k we÷fï isma tl wksjd¾hfhkau oukak'

4. 남: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Tfydu yhsfhka lE .eyqfjd;a wks;a whg ndOd fjkjd'

5. 여: 투안 씨,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wka uy;d" wehs jevg w¢k we÷fï fnd;a;ï oukafka ke;af;a@

 남: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f.dvla riafka ksid álla .ef,õjd'

 여: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riafka jqk;a jevg w¢k we÷fï fnd;a;ï .,jkak tmd" tfyu lf<d;a wk;=re fjkak mq¿jka 

ksid blaukg fnd;a;ï od.kak'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④  3. ①  4. ③  5. ④

1. 남: 흐엉 씨, 새 작업복이 잘 어울리네요. yTx uy;añh" kj ks, we÷u fyd|g .e<fmkjdfka'

 여: 그래요? 리한 씨도 잘 어울려요. 그런데 이번 작업복은 지퍼를 목까지 올려야 해서 저는 좀 불편해요.  

   we;a;o@ ßydka uy;dg;a fyd|g .e<fmkjd' kuq;a fujr ks, we÷fï isma tl fn,a, olajd 

by,g oeñh hq;= ksid álla  wmyiqhs'

 남: 혹시 흐엉 씨한테 작은 거 아니에요? 더 큰 걸로 바꿔서 입어 보세요.
  yTx uy;añh" Th ks< we÷u fmdä jeä keoao@ ;j f,dl= tllg udre lr we|,d n,kak'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③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다음 중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my; tajd w;ßka wka;¾.;hg iudk ms<s;=r l=ulao@

 ① 남자는 새 작업복이 불편합니다.

 ② 남자는 작업복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③ 여자의 작업복에는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④ 여자는 작업복을 입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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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직장에서는 항상                                 옷을 입어야 합니다.  

jev lrk ia:dkfha§ ieu úgu ^ms<sfj,g& we÷ï we¢h hq;=h'

     ① 단정하게  ② 불쾌하게  ③ 조용하게  ④ 재미있게

4.

 
작업복을 입을 때는 지퍼를 목까지                                 합니다.  

jev we÷u w¢k úg ismaa tl f., olajd ^tiúh& hq;=h'

     ① 묶어야  ② 올려야  ③ 입어야  ④ 풀어야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양복이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

다. 생산직에서도 근무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점퍼의 지퍼는 꼭 올립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가장 기본적인 직장 예절입니다.  

jevlrk úg ms<sfj,g we÷ï we¢h hq;=h" ld¾hd,fha jevlrk mqoa.,hka ld¾hd, we÷ï we| 

ghsmáh me<¢h hq;=h" ksIamdok lïlrejka jevg w¢k lïlre we÷u we| wksjd¾hfhkau 

ismaa tl oeñh hq;=h' ms<sfj,g msßiq÷jg we÷ï w¢k tl jevfmdf<aoS /lsh hq;= uQ,sl 

wdpd¾hO¾uhla fõ'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smsfha wka;¾.;h yd fkd.e<fmk fhÿu l=ulao@

 ① 옷차림은 직장 예절입니다. ②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③ 생산직 직원은 정장을 주로 입습니다. ④ 사무직 직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36과_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7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단추를 풀고 있습니다. ② 넥타이를 풀고 있습니다.

  ③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④ 지퍼를 내리고 있습니다.

2.  ① 반말을 합니다.       ② 크게 말합니다.

  ③ 천천히 말합니다.      ④ 존댓말을 합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직장에서는 항상  옷을 입어야 합니다.

① 단정하게 ② 불쾌하게  ③ 조용하게 ④ 재미있게

4. 작업복을 입을 때는 지퍼를 목까지  합니다.

① 묶어야   ② 올려야 ③ 입어야 ④ 풀어야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양복이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생산직에서도 근무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점퍼의 지퍼는 꼭 올립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가장 기본적인 직장 예절입니다.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옷차림은 직장 예절입니다.   

②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③ 생산직 직원은 정장을 주로 입습니다. 

④ 사무직 직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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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 ① 단추를 풀고 있습니다.  ② 넥타이를 풀고 있습니다.

③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④ 지퍼를 내리고 있습니다.

2. ① 반말을 합니다.  ② 크게 말합니다.

③ 천천히 말합니다.  ④ 존댓말을 합니다.

정답   1. ②  2. ④   3. ①  4. ②  5. ③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2 olajd oelafjkafka mska;=rh foi n,d mska;=rhg wod, jdlH f;dark 

m%Yak fõ' by; bf.k.;a jpk u;la lr .ksñka ms<s;=re imhkak'

my; oelafjkafka jev lrk ia:dkfha§ w¢k we÷ï ms<sn| m%Yak fõ" bf.k.;a 

foaj,a kej; u;la lr .ksñka m%Yakj,g ms<s;=re imhkak'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my; fþoh lshj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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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②   3. ③ 

1.  다음 표지를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1 my; i|yka rEmh jvd;a fyd¢ka úia;r lrk ms<s;=r f;darkak'

  ①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②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③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④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2.

 

근무 시간에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상사에게 허락을 받고 

                   합니다.

jev lrk fõ,dj ;=<oS msg;g hdug wjYH úh yelshs' tjeks wjia:dloS" m%Odkshdf.ka wjir 

,ndf.k msg;g hd hq;=hs'

 ① 보내야  ② 나가야

 ③ 들어와야  ④ 기다려야

3.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직장 예절의 기본입니다. 공장에서는 작업복을                    

점퍼의 지퍼는 꼭 올려야 합니다.

ms<sfj,g yd msßisÿjg ;sfnk we÷ï we£u /lshd ia:dkfhaoS ms<smeosh hq;= uQ,slu 

wdpd¾hO¾uhhs'  l¾udka;Yd,dfõ§" ks, we÷ï we| celÜ tfla isma tl oeñh hq;=h'

 ① 사고  ② 들고

 ③ 입고  ④ 보고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y,alsrSï f,i jH[ack folla fhfok wjia:dj,oS msgqmiska iajrhla fhfokjd kï 

jH[ack fol w;ßka bÈßmi jH[ackh tf,iskau bÈßmi wlaIrfha wjidk jH[ack 

wlaIrh f,i WÉpdrKh lr" miqmi jH[ackh miqmi wlaIrfhys uq, fldgig wE|d 

WÉpdrKh lrhs' 

(1) 앉아요, 닭에, 값이    (2) 짧아서, 읽어요, 넓어요

(3) 시장은 물건 값이 싸요.    (4) 한국어 책을 읽어요.

발음 WÉpdrKh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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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fkajdisld.drfha oS wjOdkh fhduq l< hq;= 

lreKq ms<sn| oekaù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ㅂ시다, –는 동안

□ jpk Ndú;h ioyd Wmfoia fkajdisld.drh" jdhq iólrK 

□ ixialD;sl f;dr;=re fldßhdfõ jdiia:dk m%fNao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we;=,a ùfï $ msgùfï fodrgqj wksjd¾hfhkau jyuqq

다음 기숙사 규칙을 잘 지켜 주세요.
my; fkajdisld.dr kS;s fyd|ska ms<smoskak'

1.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ldurh msßisÿj msrsisÿ lruq'

2. 복도나 계단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fldrsfvdaj fyda mäfm< msrsisÿj Ndú;d lruq'

3.  세탁실과 샤워실을 사용한 후에는 잘 정리합시다.
  fros fidaok ldurh yd kdk ldurh Ndú;d lsÍfuka miq ms<sfj,g 

;nuq'

4. 큰 소리로 떠들지 맙시다.
 Wia yûka l;d fkdlruq'

5.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fkajdisld.drhg msgia;r whj /f.k tafuka je<fluq'

6. 방에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ldurfhaoS wdydr msisu i|yd  Ndú;d lrk WmlrK  

Ndú;d fkdlruq'

7.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msg;g hk úg msgj hk fodrgqj wksjd¾hfhkau jyuq'

8.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즉시 관리인에게 보고합시다.
  fkajdisld.dr NdKav j,g w,dNdks isÿ jqjfyd;a blaukskau th 

Ndrj lghq;= lrk mqoa.,hdj oekqj;a lruq'

<기숙사 생활 규칙> 
fkajdisld.drfha cSj;a jk úg ms<smeosh hq;= kS;srS;s

데리고 오다 / 데려오다

legqj tkjd ^iuÕ tkjd& $ /f.k 

tkjd

· 내일 생일 파티에 친구를  

데리고 와도 돼요? 

  fyg Wmkaosk idohg hy¿jd 

iuÕ meñKshdg lula keoao@ 

· 교실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안 돼요.
  mka;s ldurhg n¨ meáhdj  

/f.k tkak tmd'  

즉시 blaukska 

hï fohla we;sjQ jydu$  
ta fj,dfõu

· 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jka f;dgqfmd,g <Õd 
jqjfyd;a blaukskau ug 
weu;=ula fokak' 

1. 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와도 돼요?
 fkajdisld.drhg msgia;r wh tlalrf.k wdjdg lula keoao@

2. 기숙사 시설물이 파손되면 누구에게 보고해요?
 fkajdisld.dr NdKavj,g w,dNdydks jqjfyd;a ldgo jd¾;d lrkafka@

정답   1. 아니요, 외부인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2. 관리인에게 보고해요.

대화 1  ixjdoh 1
Track 115

my; oelafjkafka fkajdisld.drfha cSj;a jk úg ms<smeosh hq;= kS;srS;s fõ' 

uq,skau wka;¾.;hg fojrla ijkao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ia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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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ldurh

계단
mäfm<

복도
ne,alksh

출입문
msgùfï fodrgqj

세탁실
fros fidaok ldurh

룸메이트
ldur i.hd 

샤워실
kdk ldurh

관리인
hï fohla Ndrj lghq;= 

lrk mqoa.,hd

•기숙사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이 있어요. fkajdisld.dr ldurh we;=f<a we| yd fïih ;sfhkjd'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돼요. ne,alks tfla Wia yûka l;d lrkak tmd'

•세탁실에서 옷을 빨 수 있어요. fros fidaok ldurfha oS fros fidaokak mq¿jka'  

•샤워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kdk ldurh msrsisÿj Ndú;d lrkak'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e<fmk  m%ldYh fldgqfjkaa f;dard ,shkak'

정답   1) 방  2) 세탁실  3) 계단  4) 출입문  5) 복도  6) 샤워실

7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문장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If the statement is true, check the box marked O; and if the statement is false, check the box marked X.

1) 복도에 물건을 두지 맙시다.  ◦    ×

2) 오늘 계단을 청소하려고 합시다. ◦    ×

3) 제가 먼저 샤워실을 사용합시다. ◦    ×

4) 기숙사에 친구를 데리고 오지 맙시다.  ◦    ×

5) 시설물이 파손되면 관리인에게 이야기합시다. ◦    ×

보기 방               복도               계단               출입문               세탁실               샤워실

1)

5)

3)

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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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보기

방

복도

계단

출입문

세탁실

샤워실

어휘 1  jpk ud,dj 1 기숙사 fkajdisld.drh  

fkajdisld.drfha fudkjf.a foaj,ao ;sfhkafka lsh,d n,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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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g iïnkaO fldg ;udg jvd ;rd;srñka wvq wfhl=g fyda iudk ;;a;ajfha 

isák md¾Yjhla iu. hïlsis l%shdjla tlg lsÍug fhdackd lroaoS fhdod.; yel' ;udg 

jvd ;rd;srñka jeä wfhl=g tfia wduka;%Kh lsÍu wdpdrYS,S fkdjk ksid m%fõYï úh 

hq;=h'

자음 (jH[ack) → -읍시다 모음 (iajr), 자음 ‘ㄹ’ (jH[ackh-ㄹ) → -ㅂ시다 

먹다 → 먹읍시다

닫다 → 닫읍시다

하다 → 합시다

가다 → 갑시다

만들다 → 만듭시다

· 가: 버스가 안 오네요. 택시를 탈까요? nia tl tkafka kEfka' gelaishlg k.suqo@

  나: 아니요, 조금 더 기다립시다. keye' ;j álla n,uq'

· 가: 기숙사 대청소 언제 할까요? fkajdisld.drfha uyd Y%uodkh ljoao lrkafka@

  나:   이번 주말에 쉬니까 이번 주에 합시다. fï mdr i;s wka;fha ksjdvq ksid fï i;sfha lruq'

·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t<shg hk úg wksjd¾hfhka fodr jyuq'

문법 1  ixjdoh 1 -(으)ㅂ시다 G37-1

jdlH lshjd ksjeros kï ◯ o jeros kï × o fhdokak'

2. 문장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1)  복도에 물건을 두지 맙시다.  ◦ ×

2)  오늘 계단을 청소하려고 합시다.  ◦ ×

3)  제가 먼저 샤워실을 사용합시다.  ◦ ×

4)  기숙사에 친구를 데리고 오지 맙시다.  ◦ ×

5)  시설물이 파손되면 관리인에게 이야기합시다.  ◦ ×

정답   1) O  2) X  3) X  4) O  5) O

‘-(으)ㅂ시다’ fyd|ska wjfndaO jqkd o@ my; jdlH lshjd ksjeros o jeros o hkak 

f;darkak'

대조적 정보 fjk;a f;dr;=re

isxy, NdIdfjka fhdackdjla lsrSuloS jdlH wjidkfha z-lruqZ iïnkaO lrk kuq;a 

fldrshdkq NdIdfõ l%shdm%lD;sfha w.g ‘-(으)ㅂ시다’ iïnkaO lr fhdackd lsr’ula lrkq 

,efí'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장을 청소합시다. jev bjr jqk miq jevm< msrsisÿ lr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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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한  아저씨, 휴게실이 좀 추운데 전기난로

를 켜도 돼요?
  uy;auhd úfõld.drh álla iS;, ksid úÿ,s 

ySgrh ls%hd;aul l,dg lula keoao@

관리인  그럼요. 켜도 되죠. 휴게실에 있는 동안  

잘 사용하고 나갈 때는 꼭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도 뽑아 놓으세요.
  ke;=j' ls%hd;aul l,dg lula keye' úfõld.

drfha bkak ld,h mqrd fyd|ska Ndú;d lr 

msgfjk fldg wksjd¾fhka u iaúÉ tl ksjd 

ma,.a tl .,jd oukak'

리   한  네, 그럴게요.
 Tõ" tfyu lrkakï'

관리인  지난번에는 아무도 없는데 난로가  

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miq.sh Èkl ljqre;a ysáfha ke;s jqk;a ySgrh 

ls%hd;aul fj,d ;snqK ksid f.dvla mqÿu jqKd'

리   한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신경 쓰라고 얘기할게요.
  tfyuo@ úYd, wk;=rla fjkak ;snqkd fka' 

uu wfkla hy¿jkag;a wjOdkh fhduq lrkak 

lsh,d lshkakï'

신경(을) 쓰다 
fmdû foa isg wjOdkh fhduq 
lrkjd'

· 가: 외출할 때는 전기난로를
  꼭 끄세요.

msg;a jk úg úÿ,s ySgrh 
wksjd¾hfhkau ksjd 
oukak'

나: 네, 신경 쓸게요.
yß" wjOdkfhka isákakï'

· 면접을 볼 때는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해요. 

    iïuqL mßlaIKhg uqyqK  
fok úg we÷ï .ek  
wjOdkh fhduq lrkak' 

정답   1. 네, 켜도 돼요.  2.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해요.

1. 휴게실 전기난로를 켜도 돼요?

    fkajdisld.drfha úÿ,s ySgrh ls%hd;aul l<dg lula keoao@

2. 휴게실에서 나갈 때는 전기난로를 어떻게 해야 해요?

    úfõld.drfhka msg;g hkfldg úÿ,s ySgrhg l=ula l< hq;= o@

 
-(으)ㄹ 뻔했다 

uq,ska olajk wjia:dj isÿfjkak 

.sh kuq;a th we;s fkdùu 

olajk fhÿuhs'

· 늦잠을 자서 회사에 지각할  

뻔했어요.
  mrlal= fjklï kskao .sh 

ksid iud.ug hkak ^;j 

áflka& mrlal= fjkjd'

· 아침에 버스를 놓칠 뻔했어요. 

   Wfoa nia tl w;miq fjkak 

.shd'

대화 2  ixjdoh 2
Track 116

ßydka uy;aud Ndrj lghq;= lrk mqoa.,hdf.ka úÿ,s ySgrh Ndú;d lrkak 

mq¿jka o úuiñka bkakjd' m%:ufhkau fonig fojrla ijka fokak'

fujr rsydka uy;aud iy Ndrj lghq;= lrk mqoa.,hd f,i foni kej; 

lshjkak' fyd|ska ijka oS wkq.ukh l<d o@ tfyu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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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isis,lh

선풍기
úÿ,s mxldj

에어컨
jdhqiólrKh

난방
;dmlh$WKqiqïldrlh

전기난로
úÿ,sa W÷k

전기장판
úÿ,s fuÜgh $fmdfrdakh

스위치를 켜다
iaúÉ tl ls%hd;aul 

lrkjd

스위치를 끄다
iaúÉ tl ls%hd 

úrys; lrkjd

플러그를 꽂다
ma,.a tl iú 

lrkjd

플러그를 뽑다
ma,.a tl .,j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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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선풍기를 켜고 자면 안 돼요.

 나: 

① 네, 다 사용하면 스위치를 꼭 끄세요.  

② 네, 자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2) 가: 전기장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나: 

① 그럼요. 제가 고향에 있는 동안 빌려줬어요.

② 그럼요. 제가 고향에 가 있는 동안 사용하세요.

보기 에어컨               선풍기               전기난로               스위치               플러그

1)

2)

3)

5)

4)

한국어 표준교재 31~40.indd   81 2014-06-11   오전 9:45:35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1)

2)

3) 4)

5)

보기

에어컨

선풍기

전기난로

스위치

플러그

정답   1) 에어컨  2) 스위치  3) 플러그  4) 선풍기  5) 전기난로

어휘 2  jpk ud,dj 2 냉난방기 isis,lh$jdhq iólrKh yd ;dmlh  

l=uk j¾.fha jdhq iólrKh yd ;dml j¾. ;sfíoehs fidhd n,uq 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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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g iïnkaO lr hïlsis l%shdjla fyda isÿùula isÿjk ld,h yÕjhs' tjf.au w.g  

‘-에’ tl;= lr ‘-는 동안에’ o fhdod .efka' uq, iy w. jdlH fofla l;D fjkia jqjo 

Ndú;d l< yel' ;jo fj,dj yÕjk kdu mo iu. o ‘동안’ fhoSh yel'

·가:   아상카 씨를 기다리는 동안 같이 커피를 마실까요?   
wixl uy;d tkl,a  n,ka bkak w;r tlg fldams fnduqo@

 나: 그럽시다. tfyu lruq'

·가:   냉방을 하는 동안 창문을 열면 안 돼요.  
jdhq iólrKh mdúÉÑ lrk w;r;=r cfka,h újD; lsÍu fkdl< hq;=hs'

 나: 지금 창문을 닫을게요. ±ka cfka,h jykakï'

·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전기장판을 꼭 끄세요. 
  t<shg hk w;f¾ úÿ,sfhka l%shd;aul jk WKqiqï fuÜgh l%shd úrys; lrkak'

 나: 네, 알겠습니다. fyd|hs jegyqKd'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foni lshjd .e<fmk  ms<s;=r f;darkak'

1)

 
가: 선풍기를 켜고 자면 안 돼요. úÿ,s mxldj o,ajd ksod .kak tmd'

나:                                                                    . 

     ① 네, 다 사용하면 스위치를 꼭 끄세요 ② 네, 자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2)

 
가: 전기장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úÿ,sa í,ekflÜgqh álla fokak mq¿jka o@

나:                                                                    . 

     ① 그럼요. 제가 고향에 있는 동안 빌려줬어요 ② 그럼요. 제가 고향에 가 있는 동안 사용하세요

정답   1) ②  2) ②

문법 2  ixjdoh 2 -는 동안 G37-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는 동안’ yd ‘-(으)ㄹ 때’

‘-는 동안’ yd ‘-(으)ㄹ 때’ jdlHfha bosßmi fldgfia l¾;D hï l%shdjla lrk w;r;=r fj,dfõ 

tu jdlHfha msgqmi fldgiska fjk;a l%shdjla isÿ ùu oelafõ' ‘-는 동안’ úfYaIK mo iuÕ tl;= 

fkdjk w;r ‘-(으)ㄹ 때’ úfYaIK mo iuÕ tl;= fõ' ta f,iu ‘-는 동안’ hï l%shdjla isÿ jk 

iïmQ¾K ld,h muKla ms<sìUq lsrSu w¾:j;a l<;a ‘-(으)ㄹ 때’ hï l%shdjla isÿ jk  tla úfYaI ld, 

mrdihla fyj;a ld, iSudjla oelaúSfï oSa Ndú;d l< yels h'

·  힘드는 동안에는 쉬세요. (X) 

·힘들 때는 쉬세요. (O)

‘-는 동안’ fyd|ska wjfndaO jqkd o@ foni lshjd .e<fmk  jpkh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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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fõld.drfha ;sfhk oekaùula fõ' fyd|g lshjd m%Yakj,g ms<s;=re imhkak'

8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휴게실에 있는 공지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notice of the lounge.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1. 휴게실의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을 모두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휴게실을 사용하는 동안 꼭 지켜 주세요.>

1. 휴게실은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시다.

2. 휴게실은 금연 구역입니다. 담배는 흡연실에서 피웁시다.

3.   휴게실은 식당이 아닙니다. 
냄새 나는 음식물은 식당에서 드세요.

4.   휴게실에서 나갈 때 아무도 없으면 플러그를 뽑고 
나갑시다.

                       이용 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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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fõld.drfha kS;s fyd|ska wdrlaId lrk wh ish¨ u fokd f;daruq'

<휴게실을 사용하는 동안 꼭 지켜주세요.>
úfõld.drh Ndú;d lrk ld,h ;=< wksjd¾hfhka u ms<smoskak'

1. 휴게실은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시다.
 úfõld.drh fmdÿ ia:dkhla fõ' wfkla wh ms<sn|j;a i<ld n,uq'

2. 휴게실은 금연 구역입니다. 담배는 흡연실에서 피웁시다.
 úfõld.drh ÿï fkdfndk ia:dkhls' ÿï îu" ÿï fndk ia:dkfhaoS lruq'

3. 휴게실은 식당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음식물은 식당에서 드세요.
  úfõld.drh wdmk Yd,djla fkdfõ' ÿ¾.kaOh yuk lEu wdmk Yd,dfõoS 

lkak'

4. 휴게실에서 나갈 때 아무도 없으면 플러그를 뽑고 나갑시다.
   úfõld.drfhka msgúfï oS ljqre;a u ke;skï ma,.a bj;a lr huq'

이용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
Ndú;d l< yels fj,dj ( Wfoa 10'00- iji 10'00

1. 휴게실의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을 모두 고르십시오.

휴게실에 있는 공지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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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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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정답   1. ②, ③

활동  l%shdldrlï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한턱내세요. ix.%yhla ´fka '

가: 반장님, 승진 축하해요. 한턱내세요. kdhl;=uks" Wiia ùug iqN me;=ï'

나: 고마워요. 그럴게요. ia;+;shs" tfyu lrkak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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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 형태
fldßhdfõ jdiia:dk m%fNao

주택 jdiia:dk

주택은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fldßhdfõ jdiia:dk m%Odk f,i ;ks ksjdi yd ;Ügq ksjdi 

f,i fõ' ;ks ksjdi hkq tla mrïmdrdjla ;ksju Ndú; lrkak 

mq¿jka jk wdldrfhka boslrmq jdiia:dk fõ' ;Ügq ksjdi tla 

tla mrïmrdjka tla f.dvke.s,a,la ;=< csj;a fjkak yels f,i 

ks¾udKh l< jdiia:dk 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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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의 주거 형태 Residential dwelling types of Korea

아파트 Apartment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은 빌딩형 공동 주택입니다.
An apartment is a self-contained housing unit in a single building which 
consists of multiple units.

주택 House

주택은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There are two types of houses: single-family detached houses and 
multi-family residentials. A single-family detached house is a separate, 
free standing residential building. A multi-family residential house 
consists of multiple, separate housing units in a town-house style single 
building.

원룸 Studio-type apartment

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집입니다.
A studio is furnished with basic facilities for living in a single room. 

고시원 

싸게 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화장실, 

부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고시원 is housing for those who economize their rent. Bathrooms and 
kitchens are be shared with other tenants. 

Gosiwon (boarding place for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student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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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uy,a ksjdi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은 빌

딩형 공동 주택입니다. 
tla f.dvka.s,a,la we;=f<a mjq,a rdYshla  iajdëkj Ôj;aúh yels 

f,i iEÿ f.dvke.s,s ;Ügq ksjdi f,i yÿkaj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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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partment is a self-contained housing unit in a single building which 
consists of multiple units.

주택 House

주택은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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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tanding residential building. A multi-family residential house 
consists of multiple, separate housing units in a town-house style singl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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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집입니다.
A studio is furnished with basic facilities for living in a single room. 

고시원 

싸게 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화장실, 

부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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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의 주거 형태 Residential dwelling typ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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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s of multiple units.

주택 House

주택은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There are two types of houses: single-family detached houses and 
multi-family residentials. A single-family detached house is a separate, 
free standing residential building. A multi-family residential house 
consists of multiple, separate housing units in a town-house style single 
building.

원룸 Studio-type apartment

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집입니다.
A studio is furnished with basic facilities for living in a single room. 

고시원 

싸게 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화장실, 

부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고시원 is housing for those who economize their rent. Bathrooms and 
kitchens are be shared with other tenants. 

Gosiwon (boarding place for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student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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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f.dYsfjdka

싸게 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화장실, 부엌 등

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dNhg ldurhla ,nd f.k cSj;a fjkak mq¿jka f.dvke.s,a,la 

fõ' jeisls,sh" uq¿;ekaf.h wdosh fmdÿfõ Ndú;d l< hq;= h'

원룸 jkarEï ^;ks ldur&

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집입니다. 
tla ldurhl cSú;a ùug wjYH wvqu m%udKfha myiqlïj,ska 

iukaú; ksjdi 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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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의 주거 형태 Residential dwelling types of Korea

아파트 Apartment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은 빌딩형 공동 주택입니다.
An apartment is a self-contained housing unit in a single building which 
consists of multiple units.

주택 House

주택은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There are two types of houses: single-family detached houses and 
multi-family residentials. A single-family detached house is a separate, 
free standing residential building. A multi-family residential house 
consists of multiple, separate housing units in a town-house style single 
building.

원룸 Studio-type apartment

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를 갖춘 

집입니다.
A studio is furnished with basic facilities for living in a single room. 

고시원 

싸게 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화장실, 

부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고시원 is housing for those who economize their rent. Bathrooms and 
kitchens are be shared with other tenants. 

Gosiwon (boarding place for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student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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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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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fydÈka ijka § wka;¾.;h yd iïnkaOhla we;s mska;+rh f;darkak'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l;djg ijka § m%Yakj,g .e<fmk  ms<s;=r f;darkak'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oeka l=uk m%Yakhlao ;sfhkafka@ 

 ① 관리인과 싸웠습니다.  ② 선풍기가 없어졌습니다.

 ③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④ 휴게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tlu l;djg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4.  이 기숙사의 휴게실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fï fkajdisld.drfha úfõld.drh lSh olajd Ndú;d l< yels o@

  ① 밤 8시  ② 밤 10시

  ③ 밤 11시  ④ 밤 12시

 5.   이 기숙사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fï fkajdisld.drfha kS;s rlskafka ke;s wh ljqo@

  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운 지훈  ② 기숙사에 고향 친구를 초대한 건우

  ③ 기숙사 방에서 김밥을 먹은 투안  ④ 기숙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신 모니카

Track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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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① 관리인과 싸웠습니다.  ② 선풍기가 없어졌습니다.

③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④ 휴게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이 기숙사의 휴게실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① 밤 8시  ② 밤 10시  

③ 밤 11시  ④ 밤 12시

5. 이 기숙사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운 지훈 ② 기숙사에 고향 친구를 초대한 건우

③ 기숙사 방에서 김밥을 먹은 투안 ④ 기숙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신 모니카

Track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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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 ①

②

②

③

③

④

④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sg 2 olajd fyd|ska ijka oS iïnkaO;djhla we;s mska;+rh f;dark m%Yak 

fõ' ijka oSug m%:ufhka mska;+rh fyd|ska ksrSÌKh lrkak'

wxl 3 fonig ijka § .e<fmk  ms<s;=r f;dark m%Yakhls' wxl 4 yd 5  

ksfõokh wid m%Yakj,g .e<fmk  ms<s;=r f;dark m%Yak fõ' Y%jKhg fmr 

m%Yakhg ijkaoSug fmr ms<s;=r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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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rd;%shg yhsfhka l;d lrkak tmd'

2. 여: 난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ySgrh Ndú;d lsÍfuka miq wksjd¾hfhkau ma,.a tl .e,úh hq;=h'

3. 남: 아유~ 더워.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 났네요. 
  whsfhda riafkhs' úfõld.drfha jdhq iólrKh wdfh;a leä,dfka@

 여: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이 안 되면 힘든데…….
   tfyuo@  fyg;a ld,.=Kh riafk$WKqiqï jk ksid jdhq iólrKh jev lrkafka ke;akï wudrehs'

 남: 그러게 말이에요. 선풍기라도 가지고 올까요? tfyu kï úÿ,s mxldj yß wrf.k tuq o@   

 여: 네, 그럼 부탁해요. 저는 얼른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올게요.
   Tõ' tfyu kï /f.k tkak' uu Ndrj bkak ks,Odß uy;auhdg l;d lr,d tkakï'      

4-5.

 남: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기숙사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신경 써 주세요.  

규칙을 다시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지켜주세요. 먼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에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외부인을 기숙사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실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ksfõokhhs' fï ojia j, fkajdisld.drfha kS;s ms<s fkdmosk mqoa.,hka nyq, jk w;r ish¨ 

fokdu ta ms<sn|j wjOdkh fhduq lrkak' kS;s kej; u;la lr,d fok ksid fyd|ska wid 

wksjd¾hfhkau ms<smoskak' uq,skau ÿï îfïoS ÿï fndk ldurh Ndú;d lrk f,i b,a,d 

isákjd' tfuka u ldurh ;=, uq¿;ekaf.sh yd iïnkaaO NdKav Ndú;d fkd lrkak' msgia;r wh 

fkajdisld.drhg /f.k tkak tmd' wjidk jYfhka úfõld.drh Ndú;d lrk fj,dj rd;%S 10 

olajd ksid th ms<smoskak'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③  3. ③  4. ②  5. ②

1. 여: 바트 씨, 창문 좀 닫아 줄래요? 지금 에어컨을 켰거든요. 
  cfka,h jykak mq¿jka o@ oeka jdhqiólrK hka;%h l%shd;aul l,d talhs' 

 남: 네, 알겠어요. 그럼 선풍기는 끌게요. Tõ" f;areKd' tfykï úÿ,s mxldj jykakï'

 여:   아니요, 지금 사무실이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도 같이 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근할 때 선풍기하

고 에어컨 플러그 뽑는 거 잊으면 안 돼요.

   keye" oeka ld¾hd,h f.dvla riafka ksid úÿ,s mxldj;a tlgu l%shd;aul lrk tl fyd|hssss' 

Thd jev weß,d hkfldg" úÿ,s mxld iy jdhq iólrK ma,.a bj;a lsÍug wu;l lrkak tmd'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①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msßñ mqoa.,hd oeka l=ula l, hq;=o@

 ①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②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③ 선풍기를 꺼야 합니다. ④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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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에어컨        ② 세탁기    

  ③ 냉장고     ④ 선풍기

2.  ①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② 스위치를 끄고 있습니다.

  ③ 플러그를 꽂고 있습니다. ④ 플러그를 뽑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에어컨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나: 에어컨 같은  시설은 6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① 난방 ② 냉방 ③ 선풍기 ④ 전기장판

4. 가: 주말에 같이 계단을 청소할까요?

 나: 네, 그래요. 같이 .   

① 청소합니다  ② 청소합시다 

③ 청소했습니다  ④ 청소해야 합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설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샤워실과 세탁실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합시다.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② 시설을 아껴 써야 합니다.

③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④ 샤워실은 관리인이 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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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에어컨        ② 세탁기    

  ③ 냉장고     ④ 선풍기

2.  ①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② 스위치를 끄고 있습니다.

  ③ 플러그를 꽂고 있습니다. ④ 플러그를 뽑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에어컨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나: 에어컨 같은  시설은 6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① 난방 ② 냉방 ③ 선풍기 ④ 전기장판

4. 가: 주말에 같이 계단을 청소할까요?

 나: 네, 그래요. 같이 .   

① 청소합니다  ② 청소합시다 

③ 청소했습니다  ④ 청소해야 합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설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샤워실과 세탁실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합시다.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② 시설을 아껴 써야 합니다.

③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④ 샤워실은 관리인이 청소합니다.

한국어 표준교재 31~40.indd   85 2014-06-11   오전 10:10:49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① 에어컨  ② 세탁기

③ 냉장고  ④ 선풍기

①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② 스위치를 끄고 있습니다.

③ 플러그를 꽂고 있습니다. 

④ 플러그를 뽑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가: 에어컨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jdhq iólrKh ljod isg Ndú;d l< yelso@

나: 에어컨 같은                 시설은 6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jdhqiólrK jeks ^isis,ldrl& myiqlï cQks udifha wjidkh olajd Ndú;d l< yels h' 

     ① 난방  ② 냉방  ③ 선풍기  ④ 전기장판

4.

  
가: 주말에 같이 계단을 청소할까요? i;s wka;fha mäfm< tlg msßisÿ lruq o@

나: 네, 그래요. 같이                                                   . Tõ" tfyu kï tlg ^msßisÿ lruq&'

     ① 청소합니다  ② 청소합시다 ③ 청소했습니다  ④ 청소해야 합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my; fPaoh lshjd m%Yakj,g ms<s;=re imhkak'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설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

다. 샤워실과 세탁실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합시다. 

fkajdisld.drh hkq úúO mqoa.,hka iuÕ cSj;a jk ia:dkhla jk neúka wkHfhdakH jYfhka 

wdpdr iïmkak ùh hq;= w;r wka whj wmyiq;djhg m;a fkdl< hq;=hs' rd;%S ld,fha f>daIdldrs 

f,i l;d lrkak tmd' ta jf.a u myiqlï o msßisÿj Ndú;d l< hq;= hs' kdk ldurh yd fros 

fidaok ldurh ks;ru msßisÿj mdúÉÑ lrkak'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fcaofha wka;¾.;h yd fkd.e<fmk  foh fudllao@

 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② 시설을 아껴 써야 합니다.

 ③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④ 샤워실은 관리인이 청소합니다.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②  5. ④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my; mska;+r n,d .e<fmk jpkh fyda jdlHh f;darkak'

wxl 1 isg 2 olajd we;af;a mska;+rh n,d .e<fmk  jpkh fyda jdlH fidhk 

m%Yak fõ' uq,ska bf.k.;a m%ldY u;la lrñka m%Yakj,g ms<s;=re imhkak'

wxl 3 yd 4 fonfia ysia;ekg .e<fmk  jpkh fidhk m%Yak fõ' wxl 5 fPaoh 

lshjd .e<fmk ms<s;=r f;dark m%Yakhls' uq,ska bf.k .;a jpk yd jHdlrK 

fyd|ska u;la lrñka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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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휴게실은 공공장소이므로 휴게실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담배를                 

냄새 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úfõl ldurhl fmdÿ ia:dkhla ksid wka wh .ek ie,ls,su;a úh hq;=hs' ÿï mdkh lsÍu 

fyda ÿ¾.kaOh yuk wdydr .ekSu fkdl< hq;=hs'

 ① 피워야  ② 피워서 

 ③ 피우거나  ④ 피우지만

2.

 

지하철 안에서는 작은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시끄럽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Wux ÿïßh ud¾.fha wvq Yíofhka l;d l, hq;=hs' Wia yäka l;d l,fyd;a wka whg ndOd 

fjkak mq¿jka'

 ① 자면  ② 쉬면 

 ③ 떠들면  ④ 일하면

3.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는 세탁실, 샤워실, 식당, 휴게실, 체력 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방에는 침대와 옷장, 책상밖에 없지만 이런 공간이 있어서 기숙사 생활이 편리합니다.

uu Ôj;a jk fkajdisld.drfha" frÈ fidaok ldurh" kdk ldurhla" lEu ldurhla" fmdÿ 

ldurhla" iy fhda.H;d ldurhla hk oE ;sfí'ldurfha we|la" w,audßhla iy fïihla muKla 

;snqK;a fujeks há;, myiqlï ;sfhk ia:dk ksid fkajdisl Ôú;h b;d myiqhs'

 ① 기숙사 위치  ② 기숙사 시설

 ③ 기숙사 예절  ④ 기숙사 규칙

확장 연습 jeäÿr wNHdi

정답   1. ③   2. ③   3. ②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jH[ack folla tl,Õ ms<sfj,ska fhfokúg úúO Yío fjkialï 

isÿ fõ' kuq;a my; wjia:djkays§ lsisÿ Yío fjkialula isÿjkafka ke;' ‘ㄴ/ㅁ/ㅇ+ㄴ/ㅁ/ㅇ’, 

‘ㄹ+ㄹ’, ‘ㄹ+ㄴ/ㅁ/ㅇ’.

(1) 언니, 엄마, 빨리 (2) 설마, 얼마, 설명

(3) 빨리 하세요.  (4) 오렌지가 얼마예요?

발음 WÉpdrKh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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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할 맛이 나요
jevlrkak wdid ysf;kjd 

바루  리한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ßydkaaaaaaa uy;auhdf.a wdh;kfha mßirh fldfyduo@

리한  동료들끼리 서로 위해 주니까 항상 즐겁게 일하는 편이
에요.

  iu fiajlhka tlsfkldg .re lrk ksid ks;ru úfkdaofhka 

jev lrkjd' 

바루  회사 분위기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wdh;kfha mßirh ksoyia o@ 

리한  글쎄요. 규율은 좀 엄격한데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많이 배려해 줘서 일하기는 편해요.

  tfyuhs' kS;s álla oeähs' f–IaG wh lKsIaG whg f.dvla 

ldreKsl jk ksid jev lsÍu myiqhs'

바루  정말 부러워요. 그러면 훨씬 일할 맛이 나겠어요.
  we;a;gu Bßishd ysf;kjd' tfyu kï jev lrkak f.dvla 

wdid ysf;kjd we;s'

리한  맞아요. 회사 오는 게 즐거우니까 일도 더 잘돼요. 
  ksjerÈhs' wdh;khg tk tl úfkdao ksid jev;a ;j fyd|g 

lrkjd'

맛이 나다 lrkak wdid ysf;kjd' 

l=uk fyda jevla leue;af;ka 
tfia;a ke;akï úfkdaofhka 
lrkjd' 

· 수업 분위기가 좋으니까  
요즘 공부할 맛이 나요.

  mka;s ldurfha mßirh fyd| 
ksid fï Èkj, fyd|g b.k 
.kak ysf;kjd'

·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 주니까 
요즘은 요리할 맛이 나네요.

  mjqf,a wh rilr lk ksid 
fï ojia j, fyd|g Whkak 
wdid ysf;kjd' 

1. 리한 씨의 회사 분위기가 어때요? 

 ßydka uy;auhdf.a wdh;kfha mßirh fldfyduo@

2. 바루 씨는 왜 리한 씨를 부러워해요? mre uy;auhd wehs ßydka uy;auhg Bßishd lrkafka@

정답   1. 동료들끼리 서로 위해 주니까 즐겁게 일하는 편이에요.  2. 리한 씨의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요.

끼리 w;r ^iuÕ& 

·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끼리 노래방에 갔어요. 

  fndfyda ld,hlska .fï 

ñ;=rka iuÕ lefrdfla 

tlg .shd'

대화 1  ixjdoh 1
Track 118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jevmf<a mßirh $ jgmsgdj y÷kaajd §u"  

iu fiajlhka iuÕ we;s jk .egqï meyeÈ,s 

lr §u 

□jHdlrK  Ndú;h ioyd Wmfoia –는/(으)ㄴ 편이다, –다고 하다

□ jpk Ndú;h ioyd Wmfoia  jevmf<a mßirh"" iu fiajlhka iuÕ we;s 

jk .egqï

□ ixialD;sl f;dr;=re jevmf<a ;k;=re

mre iy ßydka wdh;kfha ;;ajh ^mßirh&msළළnළ l;dlrñka isáhs' m<uqj 

ixjdohg fojrla ijka ළළ wkq.ukh lr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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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iu fiajlhka

상사
fcHIaGhd 

부하
lKsIaGhd

사이가 좋다
ñ;=ou fyd|hs

사이가 나쁘다
ñ;=ou krlhs

격려하다
Wkkaÿ lrkjd

서로 위해주다
tlsfkldg .re lrkjd

분위기가 좋다
jev lrk  mßirh $ 

jgmsgdj fyd|hs 

분위기가 나쁘다
jev lrk mßirh $ 

jgmsgdj krlhs

자유롭다
ksoyia

규율이 엄격하다
kS;s ;ohs

• 사장님은 직원들을 격려해 주세요. wdh;k m%Odkshd jevlrk mqoa.,hska Èß .kajkak'

• 동료들이 서로 위해 주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iu fiajlhka tlsfkldg Wojq lr§u ksid jgmsgdj fyd|hs'

• 회사 규율이 엄격해서 넥타이를 매야 해요. wdh;kfha úkh b;d oeä neúka ghs máh me<¢h hq;=h'

1) 
 가: 리한 씨는 투안 씨랑 안 친한 것 같아요. ßydka uy;d ;=jdka uy;d iu. ióm keye jf.hs'

 나:   네, 지난번에 말다툼을 한 이후로                                               . 
  Tõ' .sh j;dfõ l,y lr.;a; fj,dfõ b|,d ^ñ;=ou fyd| ke;s fj,d&'

     ① 사이가 좋아졌어요   ②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2) 
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w¨;a fiajlhka wdmq ksid jev f.dvla ysñysg fjk ksid ys;g nrhs'

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직 일을 잘 모르는                     (이)잖아요.
 f.dvla lsh,d fokak' ;du;a jev fyd|gu okafka ke;s lksIaG fiajlhka ksid'

     ① 상사   ② 부하 직원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정답   1) ②   2) ②

어휘 1  jpk ud,dj 1 직장의 분위기 /lshd ia:dkfha mßirh$jgmsgdj

l=uk mßirhlaa iys; /lshd ia:dkhl o jev lrkak leu;s@ /lshd ia:dkfha 

mßirh $ jgmsgdj yd ine|s úúO jpk yd m%ldYhkaa úuid n,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eg¿j úi§ug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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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lg fyda úfYaIK mohlg iïnkaO lr ksiel f,i l:d lsÍug jvd o< jYfhka 

hï me;a;lg wdikak nj fyda we;=<;a jk nj woyia lsÍug fhdod .efka'

동사 ^l%shdmoh& 형용사 ^úfYaIK moh&

-는 편이다 자음 ^jH[ackh&  → -은 편이다 모음 (iajr), 자음 ‘ㄹ’ (jH[ackh-ㄹ) → -ㄴ 편이다

많이 먹다 → 많이 먹는 편이다

자주 가다 → 자주 가는 편이다

잘 만들다 → 잘 만드는 편이다

좋다  → 좋은 편이다
크다  → 큰 편이다   

멀다 → 먼 편이다  

l%shd mohlg bÈßfhka ‘잘, 잘 못, 많이, 자주’ jeks m%udKhla fyda jdr .Kk yÕjk l%shd 

úfYaIK fhdod .kS'

· 가: 비빔밥을 좋아하세요? msmsïmmaj,g leu;so@

    나: 네, 자주 먹는 편이에요. Tõ ks;ru lkjd'

· 가: 지훈 씨 일하는 곳은 어때요? ðyqka uy;d fldfyduo jev@

    나: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fyd¢ka flfrk mdghs'

·   한국의 여름 날씨는 비가 오고 더운 편이에요. fldßhdfõ ir;a R;= ld,.=Kh jeis jysk w;r riafkhs'

보기

‘-는/(으)ㄴ 편이다’ Ndú;d lrñka WodyrKh f,i ixjdoh iïmQ¾K lrkak'

2. ‘-는/(으)ㄴ 편이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직장 분위기가 어때요? 

 /lshd ia:dkfha mßirh $ jgmsgdj fldfyduo@

나: 자유로운 편이에요. ^ f.dvla & ksoyia'

8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는/-(으)ㄴ 편이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using ‘-는/-(으)ㄴ 편이다.’

가: 직장 분위기가 어때요?   

나: 자유로운 편이에요. 

보기

1)  2)

3)  4)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s.

1) 가: 리한 씨는 투안 씨랑 안 친한 것 같아요. 

 나: 네, 지난번에 말다툼을 한 이후로 .

① 사이가 좋아졌어요   ②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2) 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직 일을 잘 모르는 (이)잖아요.

① 상사   ② 부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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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   1) 분위기가 나쁜 2) 서로 위해주는 3) 규율이 엄격한 4) 분위기가 좋은 

문법 1  ixjdoh 1 -는/(으)ㄴ 편이다 G38-1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손발이 잘 맞아요. tlsfkld fyd¢ka .e,fmkjd

가: 투안 씨 팀은 항상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jdka uy;auhf.a lKavdhfï mßirh ks;ru fyd|hs jf.hs'

나: 네, 팀원들끼리 손발이 잘 맞아요. Tõ' lKavdhï idudðlhka tlsfkld fyd¢ka .e,fmkjd'

‘-는/(으)ㄴ 편이다’ f;areï .;a;d o@  WodyrKfha oelafjk wkaoug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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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훈  투안 씨, 조금 전에 바루 씨하고 왜 싸운  

거예요?
  ;=jdka uy;auhd" állg lළළළළ  mre uy;auhd 

iuÕ rKavq jqfKaa wehs@

투 안  별일 아니에요. 바루 씨가 제 말에 대답을  

하도 안 해서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úfYaI fohla fkfjhs' mre uy;auhd uf.a tl 

jpkhlgj;a W;a;r fokafk;a ke;s ksid udj 

fkdi<ld yßk nj oeKqkd' ta Wk;a ueIska 

tfla Yíoh ksid weyqfka keye lsh,d lshkjd'

지 훈  아, 그럼 서로 오해한 거네요. 이젠 화해 

했지요?
    wd" tfykï jerÈ jegySulafka' oekaa ñ;% jqkd o@

투 안  그럼요. 저도 사과했고, 바루 씨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tfyuhs' uu;a iudj .;a;d' mre uy;auh;a iud 

fjkak lsh,d lsõjd'

지 훈  잘했어요. 동료끼리 잘 지내야지요.
  fyd|hs' tlg jev lrk wh fyd¢ka bkak ´fka'

하도 f.dvla $ fndfyda

f.dvla ne?reï fyda f.dvla 

úYd, hkak wjOdrKh lrk 

úg 

· 하도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f.dvla jev jeä ksid 

wdydr .kak;a fõ,djla 

keye'

-더라고요  
w;S;fha ,o w;aoelSulska 
w¿f;ka oek.;a fohla 
j¾;udkfha§ hful=g m%ldY 
lsÍfï§ Ndú;d lrk m%ldYhls'
· 한국 음식이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fldßhdkq wdydr f.dvdla 

rihs'

1. 바루는 왜 투안의 말을 못 들었어요? mreg wehs ;=jdkaf.a jpk weyqfka ke;af;a@

2. 투안과 바루는 서로 화해했어요? ;=jdka iy mre tlsfkld iu. ñ;% jqkd o@

정답   1.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2. 네, 두 사람은 서로 화해했어요.

간접화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 말할 때 사용하는 화법으로 문장의 종결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실현된다. 옮겨 말하는 문장이 평서

문일 때는 ‘-다고 하다’를, 명령문일 때는 ‘-(으)라고 하다’를, 의문문일 때는 ‘-냐고 하다’를, 청유문일 때는 ‘-자고 하다’를 사용한다. 

jl% l:kh hkq fjk;a mqoa.,fhl=f.a m%ldYhla kej; m%ldY lrk úg Ndú;d lrk l:k l%uhls' jlHfha iajNdjh wkqj 

l:k l%uh fjkiafõs' idudkH jdlH j,§ ‘-다고 하다’ úOdk lrk úg ‘-(으)라고’ m%YaKjdÖ m%ldY j,§ ‘-냐고 하다’ hula 

fhdackd lrk úg ‘-자고 하다’ Ndú;d lrhs'

Tip 간접화법 jl% l:kh

대화 2  ixjdoh 2
Track 119

Ôyqk"a ;=jdka f.ka mre iuÕ rKavq lsÍu ms<sn| úuiñka isáhs' uq,skau 

foni fojrla wid wkq.ukh lr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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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다 
.ykjd

욕을 하다 
krl jpk lshkjd

맞다
myr ,nkjd

짜증을 내다
wjqiaikjd $ fldam lrkjd

화가 나다
;ry .kakjd

싸움을 하다
rKavq fjkjd

화를 내다
nkskjd

말다툼을 하다
nek .kakjd

• 장난이 심한 동생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iSudj blaujd úys¨ lrk u,a,s ksid flaka;s 

.shd' ta ksid u,a,Sg nekakd'

• 친구끼리 서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hy¿jka w;r rKavq fjkak tmd'

• 사소한 일 때문에 말다툼을 했어요.  

fmdä fohlg nek .;a;d'

오해하다
jrojd f;areï 

.kakjd

사과하다
iudj .kakjd

오해를 풀다
jrojd f;areï .ekSu 

ke;ss fjkjd

화해하다
ñ;% fjkjd

• 엄마는 내가 꽃병을 깼다고 오해했지만 곧  

오해를 풀었어요. 

  wïud uu u,a fmdaÉÉh levqj njg jrojd jgyd 

.;a kuq;a blaukska jerÈ jegysSu ke;s lr .;a;d'  

•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우리는  

서로 화해했어요. 

  hy¿jdf.ka iudj f.k wms kej; 

ñ;%jqKd'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1)

 

가: 둘이 왜 싸운 거예요? fofokd wehs rKavq fjkafka@

나: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루 씨 말을                          . 

 uf.a je/oao' uu mre uy;auhj ^jrojd jgyd .;a;d&' 

 ① 오해했어요 ② 오해를 풀었어요

2)

 

가: 지훈 씨하고 싸웠어요? ðyqka uy;auhd iuÕ rKavq jqKd o@

나: 자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다가                          . 
     ks;ru udj fkdi<ld yßkjd jf.a ksid bjiSug fkdyelsj ^nekakd&'

 ① 화를 냈어요 ② 화해했어요

정답   1) ①  2) ①

어휘 2  jpk ud,dj 2 동료와의 갈등 tlg jev lrk fiajlhka w;r .eg¿

tlg jev lrk fiajlhka w;r .eg¿ yd iïnkaO l=uk m%ldYK ;sfíoehs 

úuid n,uq 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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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8과_일할 맛이 나요   91

2.   ‘-다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using ‘-다고 하다.’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하다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보기

1)  2)

3)  4)

연습 2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expressions.

1) 가: 둘이 왜 싸운 거예요? 

 나: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루 씨 말을 .

① 오해했어요    ② 오해를 풀었어요  

2) 가: 지훈 씨하고 싸웠어요?

 나: 자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다가 .

① 화를 냈어요   ② 화해했어요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화해하다

이반 씨가 수피카 씨에게 
사과하다

수피카 씨가 투안 씨를 
때리다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싸움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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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다’ Ndú;d lrñka ixjdoh iïmQ¾K lrkak'

2. ‘-다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하다. 

;=jdkaa uy;auhd iqmsld uy;añh iuÕ nek .kakjd'

투안 씨가 수피카 씨하고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jdka uy;auhd iqmsld uy;añh iuÕ nek .;a;d hehs lshkjd'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화해하다 
                              

                              

이반 씨가 수피카 씨에게 
사과하다 
                              

                              

수피카 씨가 투안 씨를 
때리다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싸움을 하다 
                              

                              

1)

3)

2)

4)

l:lhd fjk;a mqoa.,hl= mejiQ foa kej; mejiSfï§ fhdod.kS' kej; mjik jdlHh 

m%ldYkdra:h yÕjk jdlHhla jkjsg wfkla md¾Yjh fj; ‘-다고 하다’ fhdod .ksñka m%ldY 

flf¾' w;S; ld,h yeÕùfï§ ‘A/V -았/었다고 하다’ o wkd.; ld,h i|yd ‘A/V- (으)ㄹ 거라고 하다’

fhdod.kS'

동사 ^l%shdmoh& 형용사 ^úfYaIK moh& 명사 ^kdu moh&

-ㄴ/는다고 하다 -다고 하다 자음 ^jH[ackh& → 이라고 하다 모음 ^Iajrh& → 라고 하다

가다 → 간다고 하다

먹다 → 먹는다고 하다

바쁘다 → 바쁘다고 하다

많다 → 많다고 하다

학생 → 학생이라고 하다

가수 → 가수라고 하다

·  이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라고 해요.   
 fï mqoa.,hd fldßhdfõ b;d m%isoaO .dhlfhl= lsh,d lshkjd'

·  가: 아상카 씨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wixl uy;a;hd .ug hkjo@

    나: 네, 다음 달에 고향으로 간다고 해요. Tõ" ,nk udfia .ug hkjd lsh,d lshkjd'

·  가: 요즘 공장이 좀 바빠진 것 같아요. fï ojiaj, l¾udka;Yd,dj álla ld¾hnyq, fj,d jf.a'

    나: 네, 주문이 늘어서 일이 좀 많다고 해요. Tõ' weKjqï jeä fj,d jev álla jeähs lsh,d lshkjd'

정답   1)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화해했다고 해요.     2) 수피카 씨가 투안 씨를 때렸다고 해요.

 3) 이반 씨가 수피카 씨에게 사과했다고 해요.  4) 투안 씨가 이반 씨하고 싸움을 했다고 해요.

문법 2  ixjdoh 2 -다고 하다 G38-2

‘-다고 하다’ Tn f;areï .;a;d o@ tfy ukï WodyrKfha oelafjk wdldrhg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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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분위기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jev lrk ia:dkfha mßirh ms<sn| fþohls' fyd¢ka lshjd m%YaK j,g ms<s;=re ,nd fokak'

my; tajd w;ßka bkacqisf.a m%ikak jev mßirfha ixialD;sl wx.hla fkdjkafka l=ulao@

1. 다음 중 인주시의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이벤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92   한국어 표준교재

NEWS TIMES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만들기

활동

직장 분위기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is the news report about the atmosphere in a workplace.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인주시가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주시는 ‘생일 

케이크 선물하기’, ‘동료와 함께 커피 한 잔’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을에는 

‘야구장 가기’, ‘영화 보기’ 등과 같이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주시의 김민수 시장은 직장 분위기도 

이제는 윗사람이 주도하던 엄격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1. 다음 중 인주시의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이벤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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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만들기

인주시가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

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

하여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주시

는 ‘생일 케이크 선물하기’, ‘동료와 함께 커

피 한 잔’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출

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을에는 ‘야구장 가기’, ‘영화 보기’ 등과 같

이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주시의 김민수 시장은 직

장 분위기도 이제는 윗사람이 주도하던 엄

격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fyd| jev mßirhla iE§u

bcqkais Wkÿfjka jev lrk mßirhla iE§ug fiajlhka b,lal lr.;a úúO wx. iQodkï fldg 

jgmsgdfõ ish¨ fokdf.a wjOdkh ,nñka isáhs' bcqkais WmkaÈk flala ;E.s lsÍu" fiajlhska iuÕ 

tlg fldams ùÿrejla mdkh lsÍu jeks foaj,a u.ska fiajlhka /lshdjg hdug leu;s jevfmd<la 

;eksug uykais fõ' fíiafnda,a msÜgkshg hEu"Ñ;%mg ne,Su jeks fndfyda fiajlhka talrdYS lrkak 

mq¿jka jevigyka ms<sfh, lrñka isáhs' bkacqhs j, lsïñkaiq k.rdêm;s ;=ud wo by< ks,Odßhd 

kdhl;ajh ÿka l%ufhka ñ§ fiajlhkag i;=gq úhyels mßirhla iEÈh hq;=hehs mejiqjd'

정답   1. ③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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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TIMES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만들기

활동

직장 분위기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is the news report about the atmosphere in a workplace.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인주시가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주시는 ‘생일 

케이크 선물하기’, ‘동료와 함께 커피 한 잔’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을에는 

‘야구장 가기’, ‘영화 보기’ 등과 같이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주시의 김민수 시장은 직장 분위기도 

이제는 윗사람이 주도하던 엄격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1. 다음 중 인주시의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이벤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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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의 호칭
jevmf<a mqoa.,hkaf.a ;k;=re kdu $ wduka;%K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직책에 ‘-님’을 붙이세요. 예를 들면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

리님, 주임님, 반장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jevmf<a§ mqoa.,hskag l;d lrk úg ;k;=re kduhg ‘-님’ tla l, hq;=hs' WodyrK 

f,i mejiqfjd;a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주임님, 반장님’ wd§ f,i weu;sh hq;=hs'

동료나 비슷한 직급의 사람 부를 때 이름에 ‘-씨’를 붙이세요. 예를 들면 ‘투안 씨’, ‘지훈 씨’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씨’를 붙일 때는 성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tlg jev lrk wh yd iudk ;k;=re ork mqoa.,hskag wduka;%Kh lrk úg kug 

miqj ‘-씨’ fhdokak' WodyrK f,i mejiqfjd;a ‘투안 씨, 지훈 씨’ hkqfjka mejish 

yelshs' ‘-씨’ hkak tl;= lr mejiSfï§ jdi.u Ndú;d fkdl,;a lï ke;'

그러나 직장 밖에서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에게는 ‘형’, ‘누나’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여 친근

함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tfiau jevmf<ka msg;§ ;udg ióm ñ;% mqoa.,hskag ‘형’, ‘누나’ jeks wduka;%K Ndú;d 

fldg ñ;%lï m%o¾YKh lrhs'

갈등 해결 방법 .egqï úiok wdldrh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tlsfkld fjkia nj ms<s.kak' úreoaO md¾Yjh jerÈ ksid fkdj tlsfkld fjkia 

ksihs'

이야기를 잘 들어 주세요. 상대방의 생각, 감정, 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갈등의 원인

을 찾을 수 있어요. 

lshk foag fyd¢ka weyqïlka fokak' ñ;=rdf.a is;sú,s "yeÕSSï "in|;d wdÈh ms<sn| 

ksjerÈj f;areï .;a úg .egqï j,g fya;= fidhkak mq¨jka'

자신의 입장 상황, 가치관 등에 대해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

하세요.

;udf.a ;;ajh" jákdlu wdÈh .ek fl,ska ^l%shdYS,Sj& m%isoaêfha m%ldYlr" ksjerÈj 

oekqï§ug W;aidy lrkak'

부탁이나 거절을 할 때는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등의 용어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b,a,Sula lrk úg fyda m%;slafIam lrk úg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wd§ jpk 

j,ska mgka .kak tl fyd|hss'

화가 나면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세어 보세요. 화를 참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ryd .sh úg 1 isg 10 olajd .Kka lr n,kak" ;ryd bjikaku neßkï miqj 

miq;eú,sfjkak fjk foaj,a .ek ys;kak'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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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그건 오해예요. ② 벌써 화해했어요.

 ③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④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4. ① 네, 규율이 좀 엄격해요. ② 네, 서로 위해 주는 편이에요.

 ③ 상사가 좀 무서운 편이에요. ④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ixjdoh ijka § m%YaK j,g jvd;a .e<fmk ms<s;=r f;darkak'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의 회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msßñ mqoa.,hdf.a jevfmdf<a jgmsgdj fldfyduo@

① ② ③ ④

9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그건 오해예요.  ② 벌써 화해했어요. 

③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④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4. ① 네, 규율이 좀 엄격해요. ② 네, 서로 위해 주는 편이에요. 

③ 상사가 좀 무서운 편이에요.   ④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의 회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Track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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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fuu mqoa.,hd ljqo@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uu mqoa.,hd oeka l=ula lrñkao isákafka@

 ①   ②   ③   ④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1 isg wxl 2 olajd mska;+rh n,d m%YaKhg .e<fmk ms<s;=r f;aÍfï m%YaKhls' 

ijka §ug fmr WodyrKfha wka;¾.;h úuid n,kak'

wxl 3 iy wxl 4 my; oelafjk m%YaK j,ska .e,fmk foa f;dark m%YaKhlss' 

wxl 5 ixjdohg ijka § m%Yakhg .e,fmk mska;+rh f;dark m%Yakh fõ' 

ixjdohg ijka §ug fmr ms<s;=frys wka;¾.;h tla jrla úui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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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상사입니다. fcHIaGhd fõ'

 ② 남: 동료입니다. iyhlhka fõ'

 ③ 남: 윗사람입니다. Wiia wh fõ'

 ④ 남: 부하 직원입니다. lksIaG wh fõ'

2. ① 여: 때리고 있습니다. .iñka bkakjd'

 ② 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ry .iaijñka bkakjd'

 ③ 여: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nksñka bkakjd'

 ④ 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y.ksñka bkakjd'

3. 남: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iudfjkak' uu jerÈ jegySulhs ysáfha'

4. 여: 직장 분위기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fyd| fiajd mßirhla ;shkjd jf.a@

5. 남: 수피카 씨 회사는 어때요? iqmsld uy;añhf.a wdh;kh fldfyduo@

 여: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서로 위해 주고, 배려해 주는 편이에요. 

 fiajlhka f.dvla fyd|hs' tlsfkldg f.!rj lrkjd'

 남: 정말 부럽네요. we;a;gu Bßishd ysf;kjd'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②  3. ③  4. ②  5. ①

1. 여: 바트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mSg¾ uy;d" wdh;k mßirh flfiao@

 남: 좋아요. 동료들끼리 사이도 좋고 상사들도 많이 배려해 줘요. 그래서 일이 많아도 모두들 즐겁게 일해요. 
   fyd|hs ñ;=rka iud.u;a fyd| jk w;r m%OdkS ;=u;a f.dvla i,lkjd tu ksid jev jeä 

jqj;a iEu fokdu i;=áka jev lrkjd'

 여: 정말 부러워요. 우리 회사는 규율이 엄격해서 회사 분위기가 딱딱하거든요. 
   we;a;gu bßishhs' wfma iud.u oeä úkhlska hq;=j we;s w;r iud.fï jd;djrKh wmyiq fõ'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③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남자의 회사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msßñ mqoa.,hdf.a wdh;kh flfiao@ 

 ① 상사가 엄격합니다. ② 일이 많지 않습니다.

 ③ 동료들끼리 잘 지냅니다. ④ 규율이 아주 엄격합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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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서로에게 웃는 얼굴

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화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fyd| jev mßirhla idod .ekSug kï ish¨u mqoa.,hkaf.a W;aidyh wjYHhs' jevfmdf<a§ 

tlsfkld iskyd uqyqKska l;d lrk tl fyd|hs' ta jf.au tlsfkld .ek is;d n,kjd kï 

flaka;s hk wjia:djka ke;s ù hkq we;' ㉠ nekSug fmr úreoaO md¾Yjfha is;sú,s$woyia tla 

jrla fyd¢ka is;d ne,Su úfkdaockl fiajd ia:dkhla ks¾udKh lsÍfï tla l%uhls'

   38과_일할 맛이 나요   9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상사      ② 부하

  ③ 동료         ④ 친구

2.  ① 때리고 있습니다.    ②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③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④ 다른 사람에게 맞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여: 아직도 수미 씨에게 화가 났어요?

 남: 아니요, 벌써 .

① 오해했어요 ② 화해했어요 ③ 짜증을 냈어요 ④ 싸움을 했어요

4. 남: 수미 씨 직장은 규율이 엄격한 편이에요? 

 여: 아니요, 좀 .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① 나빠요 ② 엄격해요 ③ 위해줘요    ④ 자유로워요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서로에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화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 웃기 ② 화내기     ③ 배려하기    ④ 오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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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서로에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화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 웃기 ② 화내기     ③ 배려하기    ④ 오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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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 n,d .e<fmk jpkh fyda jdlHh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① 상사 ② 부하

③ 동료 ④ 친구

① 때리고 있습니다. 

②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③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④ 다른 사람에게 맞고 있습니다.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ó,Õ .eg¿jg ms<s;=re imhkak'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 ysia;ekg .e,fmk jvd;a ksjerÈ ms<ss;=re f;darkak'

     ① 웃기  ② 화내기  ③ 배려하기  ④ 오해하기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④  5. ②

3.

 
여: 아직도 수미 씨에게 화가 났어요? ;ju;a iqó uy;añh;a iu. ;rfykao bkafka@

남: 아니요, 벌써                           . keye" oekgu;a ñ;% jqKd'

     ① 오해했어요  ② 화해했어요  ③ 짜증을 냈어요  ④ 싸움을 했어요

4.

 

남: 수미 씨 직장은 규율이 엄격한 편이에요? iqó uy;añhf.a jev ìfï kS;s Í;s ;ohs o@

여: 아니요, 좀                           .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keye álla ksoyia' tuksid jevg hk tk fõ,djla fjku keye'

     ① 나빠요  ② 엄격해요  ③ 위해줘요  ④ 자유로워요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y wxl 2  mska;+r n,d ksjerÈ ms<s;=r  f;dark .eg¿jhs' bf.k .;a foa 

u;la lrñka m%Yakhg ms<s;=re imhkak'

wxl 3 iy wxl 4  ksjerÈ ms<s;=r  f;dark .eg¿j jk w;r wxl 5 fþoh lshjd 

m%Yak j,g ksjerÈ ms<s;=r f;dark .eg¿j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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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저는 고향에 있는 가족이 생각날 때                을/를 봅니다. 가족들 얼굴을 보면 기분

이 좀 좋아집니다.

uu .fï bkak uf.a mjqf,a wh u;la fjk úg ^PdhdrEmh& n,kjd' mjqf,a whf.a uqyqkq 

oelalu ys;g f,dl= i;=gla oefkkjd'

 ① 신문  ② 사진

 ③ 영화  ④ 통장

2.

 

우리 회사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동료들끼리                 위해 주고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wfma iud.fï jd;jrKh fndfydu fyd|hs' tlg jev lrk wh ^tlsfkldj& fyd¢ka f;areï 

.ksñka tlsfkld iu. isky fjñka l;dny lrkjd'

 ① 서로  ② 벌써 

 ③ 전혀  ④ 아직

3.

 

직장에서 즐겁게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웃으

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jevìfï§ i;=áka ^Ôj;a fjñka& Tnf.a i.hka iuÕ i;=áka jev lghq;= lsÍu jeo.;a fõ'

 ① 정리하니까  ② 정리하려면

 ③ 생활하니까  ④ 생활하려면

확장 연습 jeäÿr wNHdi

정답   1. ②   2. ①   3. ④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jH[ack folla ms<sfj,ska fhfoa kï úúO Yío fjkialï we;s fõ' 

kuq;a ‘ㄹ+ㄱ(ㄲ)/ㄷ(ㅌ,ㄸ)/ㅂ(ㅍ,ㅃ)/ㅅ(ㅆ)/ㅈ(ㅊ,ㅉ)/ㅎ’ jeks wjia:d j,oS lsisÿ Yío fjkialula 

isÿjkafka ke;'

(1) 딸기, 얼굴, 날개, 갈비 (2) 슬기, 즐기다, 질기다 

(3) 딸기가 맛있어요. (4) 즐거운 방학이에요.

발음 WÉpdrKh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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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wo fNdack ix.%yhla mj;ajkak woyia lrkjd

1. 이번 주 금요일에 어디에서 회식을 해요?  fuu isl=rdod Tng fNdack ix.%yhla ;sfí o@ 

2. 회식 2차는 무엇을 먹으러 가요? "fofjkshg wkqNj lrkak hkafka fudkjdo@ 

정답   1.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해요.  2. 맥주에 치킨을 먹으러 가요.

공장장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회식하자고 한 거 모두 

기억하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겁니다!
  ijkafokak" fuu i;sfha isl=rdod fNdack ix.%yh meje;aùug 

;SrKh lr.;a tl ieu fokdgu u;lhs fkao@ ljqrejka kEú;a 

bkafka ke;sj yefudau tkak ´fka'

모니카  설마 오늘도 삼겹살은 아니지요?
  we;a;gu wo;a iï.afhdaíi,a fkfjhs fkao@

공장장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삼겹살집으로  

정했는데, 별로예요?
  yefudau leu;shs jf.a ksid fujr;a iï.afhdaíi,a wdmkYd,dj 

iqodkï l<dg wlue;s o@

모니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2차는 치킨 먹으러  
가요.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에 치킨 좋잖아요.

  keye" tfyu fkfjhs' ta fjkqjg fojk jghg l=l=,a uia lkak 

huq' wo oji;a riafka ksid is;, ìh¾ iu. l=l=,a uia fyd|hsfka' 

공장장  당연하지요. 좋습니다. 그럼 1차는 삼겹살, 2차는  

치맥입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어 봅시다.
  we;a; jYfhkau' fyd|hs' tfykï m<uq jghg iï.afhdaíi,a" 

fojk jghg l=l=,a uia yd ìh¾' wo kï nv mef,kaku ld,d 

n,uq' 

모니카  네, 모처럼 포식하겠네요.
 Tõ'f.dvdla ldf,lska nv msfrklkau lkak hkjd fka'

빠짐없이 wvqjla ke;sj$ 
yeufoau

· 여행에 가져갈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겼다.

  pdßldjg /f.k hk 
foaj,a wvqjla ke;sj 
iQodkï lr.;a;d'

모처럼
f.dvdla ldf,lska" 

fjkilg jf.a

· 모처럼 가족과 외식을 

하려고 해요.

  f.dvdla ldf,lska 

mjqf,a wh iuÕ fNdack 

ix.%yhlg hkak 

ys;df.k bkakjd'

배 터지게 먹다 
nv mef,kak 
lkjd  

대화 1  ixjdoh 1
Track 121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fNdack ix.%y ld,igyk ksfõokh lsÍu" 

kj fiajlhka y÷kajd §u

□jHdlrK  Ndú;h ioyd Wmfoia –자고 하다, –(으)라고 하다

□ jpk Ndú;h ioyd Wmfoia  fNdack ix.%yh$jevmf<ys /iaùu

□ ixialD;sl f;dr;=re fldßhdkq wdydr ixialD;sh

/iaùï ld,igyk .ek lïyf,a l<ukdldr;=ud ld¾h uKav,h oekqj;a 

lrñka isà' m<uqj ixjdohg ijka fo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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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하다
fNdack ix.%yhlg 

hkjd

빠지다
fkdmeñfKkjd$u. 

yßkjd

참석하다
iyNd.S 

fjkjd$meñfKkjd

한턱내다
ix.%y lrkjd ^msßila iuÕ 

wdydr f.k ;uka úiska  

uqo,a f.jk úg&

한잔하다
u;ameka 

.kakjd$fndkjd

2차에 가다
fojk jghg hkjd

술을 받다
u;ameka ,nd.

kakjd

건배하다
iõÈh mqrkjd$ Ñh¾ia 

lrkjd

foni lshjd .e<fmk mska;=rh WodyrK j,ska f;darkak'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1)

 
가: 오늘 승진하신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그림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그림 

보기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ßydka uy;d wo fndakia ,enqKd¨ fkao@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Tõ tljru Okjf;la jqKd jf.a'  

wo uu ix.%y lrkakï'

그림 ①

정답   1) ②  2) ③

① ② ③ ④보기

어휘 1  jpk ud,dj 1 회식 fNdack ix.%yh ^wdh;kfha wh iuÕ .kakd wdydr fõ,&

by; ioyka jpk ud,dj foi fkdn,d .eg¿j úi§ug W;aidy lrkak'

fNdack ix.%yhla hkq jevfmdf<a ñ;=rka iu. lEu ìu .kakd wjia:djls' 

tfykï fNdack ix.%yh yd iïnkaO jpk fid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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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자고 하다’ Ndú;d lr WodyrKfha wdldrhg jdlHh iïmq¾K lrkak'

9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picture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s the situation.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보기

1) 가: 오늘 승진하신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보기

① ② ③ ④ 

2.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sentences using ‘-자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보기

1)  2) 

3)  4) 

그림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2차로 노래방에 

가요.

①

그림  

그림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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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picture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s the situation.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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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sentences using ‘-자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보기

1)  2) 

3)  4) 

그림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2차로 노래방에 

가요.

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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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ðyqka uy;d ;j állska yuqfjuq lsh, lshkjd'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1) 

3)

2) 

4)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2차로 
노래방에 가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정답   1) 술을 마시자고 해요   2)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요

 3) 다음 주에 회식을 하자고 해요  4)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해요

l:lhd fjk;a flfkl= mejiQ foh kej; mejiSuloS fhdod.efka' kej; mjikq ,nk 

jdlHh b,a,Sula kï ‘-자고 하다’ fhdod.kS' l%shd mofhys wjidkh y,a lsÍulao hkak 

ms<sn|j wod<j;ajhla fkdue;sj ‘-자고 하다’ fhdod .efka' 

· 가: 지훈 씨가 뭐라고 해요? ðyqka uy;a;hd fudlo lshkafka@

    나: 오늘 같이 운동하자고 해요. wo tlg l%Svd lruq lsh,d lshkjd' 

· 가: 이번 주말에 어디로 갈까요? fï mdr i;s wka;fha fldfygo hkafka@

    나: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등산을 가자고 하는데요. ld,.=Kh fyd| ksid tlg l÷ k.suq lsh,d lshkjd' 

· 가: 오늘 퇴근하고 약속 있어요? wo jev bjr fj,d fmdfrdkaÿjla ;sfhkjo@

    나: 아상카 씨가 영화를 보자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wixl uy;d Ñ;%máhla n,uq lsh,d lshkjd' tlg huqo@

문법 1  ixjdoh 1 -자고 하다 G39-1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바람 좀 쐬고 올게요. fmdâvla t,shg .sys,a, tkakï'

가: 어디 가요? fldfyao hkafka@

나: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머리가 아파서요. 

 álla iq<x jeÈ,d ^álla t<shg .sys,a,d& tkakï' T¿j ßfokjd'

‘-자고 하다’ wjfndaO jqKd o@ tfia kï WodyrKfha oelafjk wdldrhg jdlHh 

fjkialr ,shkak'



39 wo fNdack ix.%yhla mj;ajkak woyia lrkjd  121120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공장장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타타 씨예요.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됐어요.

   fufy állg n,kak' y÷kajd§ug wfhla bkakjd' gdgd uy;d' ,nk 

udifha isg tlg jev lrkjd'

타   타  안녕하세요. 타타 이스모노입니다. 타타라고 불러 
주세요.

  wdhqfndajka' uu gdgd biafudfkda' gdgd lsh, lshkak'

지   훈  타타 씨, 환영합니다. 공장장님, 새 식구도 생기고, 
요즘 날씨도 좋은데 단합 대회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gdgd uy;d i;=áka ms<s.kakjd' lïyf,a l<ukdldr;=ud"  w¿;ska  

fiajlhkq;a weú;a fï Èkj, ld,.=Kh;a fyd| ksid tluq;= lu Yla;su;a 

lsÍug /,shla^;rÕhla& tla jrla  mj;ajk tl fldfyduo@

공장장  그럴까요?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tfyu lruq o@ fyd|hs' wks;a wh fudlo lshkafka@ 

모   두  좋습니다.
 fyd|hs' 

공장장  그럼, 다음 주에 일 끝나면 오랜만에 한번 뭉칩시다.
  tfyukïa" B,Õ i;sfha jev wjikaù f.dv ld,hlska ieufokdu tla 

ierhla tlafjuq

생기다 isÿfjkjd$ ,efnkjd$ 
iEfokjd$ wdrïN lrkjd
l,ska fkd;snQ fohla w¨;ska 
we;sfjkjd 

· 회사 앞에 치킨집이 새로 
생겼어요. 

  iud.u bÈßmsg w¨;a 
l=l=,auia wdmkYd,djla 
wdrïN lr,d'

-는 게 어떨까요?

lrk tl fldfyduo@ 

hula fhdackd lrkúg Ndú;d 

lrhs'

·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요? 

  i;s wka;j, ld,.=Kh 

fyd| kï <Õ ia:dkhlg 

pdßldjla hk tl 

fldfyduo@

동사 ‘주다’는 목적어를 받는 대상에 따라 간접화법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달라진다. 목적어를 받는 대상이 화자 자신인 경우 ‘-아/어  

달라고 하다’를 사용한다. 

‘주다’ hk l%shdmoh" l¾uh ,nk mqoa.,hd wkqj Ndú;dlrk l%shdmoh fjkia fõ' l¾uh ,enqKq mqoa.,hd l:slhdu fõ kï 

‘아/어 달라고 하다’ f,i Ndú;d lrhs'

1) 영수: 점심 좀 사주세요. oyj,a lEu wrka fokak'^ñ<§ f.k fokak &

 민수: 뭐라고 했어요? fudlla lsh,o lsõfõ@

 영수: 점심 좀 사달라고 했어요. oj,a lEu wrka fokak lsh, lsfõ'

2) 수지: 사장님이 이거 민수 씨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셨어요. m%Odkshd fuh ñkaiq uy;dg fokak lsh, lsjqjd'

 민수: 네, 고마워요. Tõ" ia;+;shs'

1. 공장장이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l¾udka;Yd,d l<ukdlre y÷kajd ÿkafka ldjo@

2. 언제 단합 대회를 해요? ;rÕh$/,sh lrkafka ljodo@

정답   1. 다음 달부터 같이 일하게 될 새 직원이에요.  2. 다음 주에 일이 끝나면 해요.

Tip  -아/어 달라고 하다, -아/어 주라고 하다 lr,d fokak lsh, b,a,kjd 

대화 2  ixjdoh 2
Track 122

lïyf,a l<ukdldr;=ud  kj fiajlhkaj  ld¾h uKav,h fj; y÷kajd 

fohs' m<uqj ixjdohg ijka fo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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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하다
idorfhka ms<s.

kakjd^wdhqfndajka&

축하하다
iqN m;kjd

환송하다
iuq .ekSu$iuq oSu

친해지다
ñ;=re fjkjd

단합대회
/,shla $;rÕhla

등반 대회
l÷ keÕSfï ;rÕhla

야유회
úfkdao pdßldjla

체육대회
u,, l%Svd 

•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파티가 있어요. kj fiajlhska ms<s.ekSug mdáhla  ;sfí'

• 카림 씨를 환송하려고 공항에 갔어요. lÍï uy;dg iuq§ug$wdmiq .=jkaf;dgqm,g wer,Sug .sfhah'

• 김 부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lsï wxY m%Odks;=ud" Tfí Wiiaùu i|yd iqN m;kjd'

• 우리는 회식 자리에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fNdack ix.%yfha§ wms ñ;=re jq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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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the pictures.

1)  가: 리한 씨, 승진 . 

  나: 네, 감사합니다.

2)   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나: 네, 새로 온 리한 씨를  자리예요.

3)  가: 어제 단합 대회 재미있었어요?

  나:   네, 회사 사람들하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 만나니까 

더  것 같아요.

2.   ‘-(으)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complete, create sentences using ‘-(으)라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 전화하라고 했어요.

보기

1)  3) 

2)  4) 

먼저 가세요.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여기에 담으세요.

이따가 

전화하세요.

늦지 마세요.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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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h n,d  ixjdoh iïmQ¾K lrkak'

1) 

2)

3)

가: 리한 씨, 승진                            . ßydka uy;d" Wiiaùug ^iqN me;=ï&' 

나: 네, 감사합니다. Tõ" ia;+;shs'

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wo rd;%sfha fNdack ix.%yhla ;sfí o@

나:  네, 새로 온 리한 씨를                             자리예요.   

 Tõ w¿;ska tk ,sydka uy;d ^ms<s.kak& wjia:djhs'

가: 어제 단합 대회 재미있었어요? Bfha ;rÕh úfkdaockl o@

나:  네, 회사 사람들하고 회사가 아닌 곳에서 만나니까  더                   것 같아요.   

   Tõ' wdh;kfha wh iuÕ wdh;kh fkdjk ;ekl§ uqK.eiSu ksid f.dvla 

ñ;=re jqKd jf.a'

정답  1) 축하해요  2) 환영하는  3) 친해진

어휘 2  jpk ud,dj 2 직장에서의 모임 jevfmdf<a /iaùï

/lshd ia:dkfha§ l=uk wdldrfha /iaùï ;sfí o@ /lshd ia:dkfha /iaùïj,g 

iïnkaO jpk foi n,uq 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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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hd fjk;a flfkl= mejiQ foh kej;  mejiSuloS fhdod.efka' kej; mjikq ,nk 

jdlHh jsOdkhla kï ‘-(으)라고 하다’ fhdod.kS' 

자음 ^jH[ack& → -으라고 하다 모음 ^iajr&, 자음 ‘ㄹ’ ^jH[ackh -ㄹ&  → -라고 하다

읽다 → 읽으라고 한다
사다 → 사라고 한다

만들다 → 만들라고 한다

· 가: 공장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l¾udka;Yd,d m%Odkshd fudlo lshkafka@

    나: 오늘 모두 회식에 참석하라고 하세요. wo yefudau lEulg huq lsh,d lshkjd'

· 가: 사장님께서 아직 안 오셨네요. wdh;k m%Odkshd ;du wdfõ kE'

    나: 네, 조금 늦으실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먹으라고 하세요.   
 Tõ álla mrlal= fjhs jf.a' wmsg uq,ska lkak lsh,d lshkjd'

· 가: 어렵지 않았어요? wudre jqfka keoao@

    나: 조금 어려워서 한국인 친구한테 도와 달라고 했어요.  

 álla wudre ksid fldßhdkq cd;sl hd¿fjlag Woõ lrkak lsh,d lsõjd'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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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picture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s the situation.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보기

1) 가: 오늘 승진하신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보기

① ② ③ ④ 

2.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sentences using ‘-자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보기

1)  2) 

3)  4) 

그림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2차로 노래방에 

가요.

①

그림  

그림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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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picture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s the situation.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보기

1) 가: 오늘 승진하신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보기

① ② ③ ④ 

2.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sentences using ‘-자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보기

1)  2) 

3)  4) 

그림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2차로 노래방에 

가요.

①

그림  

그림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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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으)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훈 씨가 이따 전화하라고 했어요. 

ðyqka uy;d állska l;d lrkak 

^ÿrl;k weu;=ula fokak& lsh, lsjqjd'

이따가 

전화하세요.

먼저 가세요. 늦지 마세요.1) 

3)

2) 

4)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여기에 

담으세요.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정답  1) 먼저 가라고 해요  2) 늦지 말라고 해요  3) 두꺼운 옷을 입으라고 해요  4) 여기에 담으라고 해요

‘-(으)라고 하다’ Ndú;d lr WodyrKfha oelafjk wdldrhg jdlH iïmq¾K lrkak'

문법 2  ixjdoh 2 -(으)라고 하다 G39-2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손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yokak fjkjd jf.hs'

가: 에어컨을 켜도 별로 시원하지 않네요. ta iS tl ^jdhq iólrKh& oeïu;a t;rï is;, keye'

나: 네,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Tõ" yokak fjkjd jf.hs'

‘-(으)라고 하다’ f;areï .;a;d o@ tfiakï WodyrKfha oelafjk wdldrhg jl% 

wdldrfhka fjkialr lr n,kak'



39 wo fNdack ix.%yhla mj;ajkak woyia lrkjd  125124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10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한국 상사 회식 안내>

김민수 씨 승진 축하 겸 단합대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세요.

장소: 한국 식당
시간: 3월 25일 (목) 오후 6시
전화번호: 02-400-5000

회식을 알리는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is is the announcement concerning the company dinner.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1. 동료에게 회식을 안내하는 문자를 고르세요.

①  ②

③  ④

10:25

민수 씨, 이따 한 잔 

하지 않을래요? 6시

에 한국 식당 앞에서 

만나요.

10:25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

어요. 한국 식당에서 

6시에 만나요.

꼭 참석하세요.

10:25

민수 씨, 저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생일 파티에 못 가요. 

수루 씨에게 생일 축하

한다고 전해주세요.

10:25

민수 씨, 승진 축하해요. 

언제 술 한잔해요. 승진 

턱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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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dack ix.%yh oekqï fok ksfõokhhs 'fyd¢ka lshjd m%Yak j,g ms<s;=re imhkak'

fNdack ix.%yh hy¿jkag oekqï fok flá mKsúvhla hjkak'

<한국 상사 회식 안내>
fldßhdkq iud.ul fNdack ix.%y oekaùu

김민수 씨 승진 축하 겸 단합대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세요.

lsïñkaiq uy;df.a Wiiaùu iurk W;aijhhs' tla wfhl=j;a u. 
fkdyer$ieufokdu iyNd.S jkak'

장소: 한국 식당
fldßhdkq wdmk Yd,dj

시간: 3월 25일 (목) 오후 6시
fõ,dj ( ud¾;= 25 n%yiam;skaod iji 6 g

전화번호: 02-400-5000
ÿrl:k( 02-400-5000

회식을 알리는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동료에게 회식을 안내하는 문자를 고르세요.

①

③

②

④

민수 씨, 이따 한 잔

하지 않을래요? 6시

에 한국 식당 앞에서

만나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한국 식당에서

6시에 만나요.

꼭 참석하세요.

민수 씨, 저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생일 파티에 못 가요.

수루 씨에게 생일 축하

한다고 전해주세요.

민수 씨, 승진 축하해요.

언제 술 한잔해요. 승진

턱 내세요.

정답  1. ③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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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회식 문화 
fldßhdkq wdydr ixialD;sh

회식 fNdack ix.%yh

한국의 회식 문화는 단순히 동료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즐

기는 것을 넘어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fldßhdkq wdydr ixialD;sh iud.fï i.hka iu. u;ameka 

iy wdydr Nqla;s ú£fuka Tíng f.dia jev lrk Ôú;fha 

;j;a fldgila f,i ye¢kaúh yels úfYaI ia:dkhls'

회식은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로, 회사 조직원들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th fldßhdfõ woaú;Sh wdh;ksl ixialD;shla jk w;r iud.ï idudðlhskaf.a in|;djkag Okd;aul 

n,mEula we;s lrk uQ,O¾uhla f,i ie,fla'

술자리 예절 u;ameka mdkh lrk úg ms<smeÈh hq;= foa

회식에 가면 보통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도 마련됩니다. 마시는 술의 종류는 보통 소주, 맥주 혹은 

한국 고유의 술인 막걸리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를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술을 마시지 않는데 잔에 받았을 경우, 그냥 내려놓지 말고 가볍게 입에 댄 후 테

이블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fNdack ix.%yhg .shúg idudkHfhka lEu muKla fkdj wksjd¾hfhkau u;ameka mdkh lrkjd' mdkh 

lrk u;ameka j¾.h fndfydaúg fidcq" ìh¾ ke;skï fldßhdkq iïm%odhsl u;ameka ulafld,a,s fõ' 

wd.ñl fya;=u; u;ameka mdkh fkdlrkafka kï l,skau mejiSu jeo.;'a u;ameka mdkh fkdlrk kuq;a 

u;ameka ,nd ÿkafka kï u;ameka fndk f,i wÕjd ùÿrej fïih u;ska ;nkak'

술을 받거나 따를 때 다음과 같이 하세요. 

Tn u;ameka ,eîu fyda §fï§ my; i|yka foa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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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의 회식 문화 The company dinner culture of Korea

회식 The company dinner

  한국의 회식문화는 단순히 동료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A company dinner in Korea is more than entertaining oneself with his/
her colleagues over food and drink, as it is considered a part of business 
and work.

회식은 한국 특유의 조직 문화로, 회사 조직원들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It is a very unique part of the business culture in Korea. It is acknowledged 
as a way to raise a team spirit and create positive and intimate relations 
among colleagues.

술자리 예절 Drinking Manners in Korea

회식에 가면 보통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도 마련됩니다. 마시는 술의 종류는 보통 

소주, 맥주 혹은 한국 고유의 술인 막걸리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를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술을 마시지 않는데 잔에 받았을 

경우, 그냥 내려놓지 말고 가볍게 입에 댄 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Going out to dinner with colleagues usually includes food and drink, and typical alchoholic beverages are soju, beer, or 
Makgeolli, a wheat-and-rice-based alcohol native to Korea. If one doesn’t drink for a religious reason, it is advised that one inform 
others and excuse himself/herself from drinking beforehand. In the case one doesn’t wish to drink and is off ered a drink, it is 
recommended that s/he slightly touch the glass to one’s lips and put the glass down.

술을 받거나 따를 때 다음과 같이 하세요.

Do the following when pouring or receiving drinks

상사에게 술을 따를 때 상사에게서 술을 받을 때 상사 앞에서 술을 마실 때
When pouring drinks to one’s 

superiors
When pouring drinks from one’s 

superiors 
When drinking with one’s 

superiors

두 손으로 따릅니다. 두 손으로 받습니다.
One should use both hands. One should receive with 

both hands.
One should turn away.

고개를 상사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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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술을 따를 때 
by< ks,Odßfhl=g 

u;ameka ,nd fooa§ 

상사에게 술을 받을 때 
by< ks,Odßfhl=f.ka 

u;ameka ,nd.ksoa§ 

상사 앞에서 술을 마실 때 
by< ks,Odßfhla bÈßmsg 

u;ameka mdkh lroa§ 

두 손으로 따릅니다. 
oE;a foflkau w,a,d 

j;aalrkak'

두 손으로 받습니다. 
w;a foflkau ùÿrej w,a,d 

,nd.kak'

고개를 상사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ysi m%Odkshdg úreoaO me;a;g 

yrjkak'

문화  ixialD;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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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j wid m%Yakhg .e<fmk ms<s;=r f;darkak' 

m%Yakh wid .e<fmk ms<s;=r f;darkak'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아니요, 모두 참석하라고 했어요.  ② 네, 회식을 할 거라고 했어요.

 ③ 아니요, 이제 2차에 간다고 했어요.  ④ 네, 민수 씨가 한턱낸다고 했어요.

4.  ① 네, 그래서 오늘 환송회를 할 거예요.  ② 네, 그래서 오늘 체육대회를 해요.

 ③ 네, 그래서 오늘 환영 파티를 할 거예요.  ④ 네,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를 해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ñksiqka fofokd l=ula .ek l;d lrñka isákj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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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오늘 뭐 해요?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아니요, 모두 참석하라고 했어요.  ② 네, 회식을 할 거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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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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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뭐 해요? wo Tn lrkafka l=ulao@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oeka fï mqoa.,hd lrkafka l=ulao@

 ①   ②   ③   ④ 

Track 123my; rEmh n,d .e<fmk ms<s;=r f;darkak'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sg 2 olajd mska;=rh n,d m%Yakhg .e<fmk ms<s;=r f;dark m%Yakh fõ' 

fonig ijka§ug fmr m%Yak yd mska;=r fyd¢ka n,kak'

wxl 3 yd 4 .e<fmk jpk f;dark m%Yakh fõ' 5 jekak fonig ijka§ fonig 

.e<fmk mska;=rh f;dark m%Yakh fõ' weiSug fmr ms<s;=re yd mska;=r fyd¢ka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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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등산을 해요. l÷ k.skjd'

 ② 남: 2차에 가요. fojeks jghg hkjd'

 ③ 남: 회식을 해요. fNdacka ix.%yhg hkjd'

 ④ 남: 수영을 해요. msyskkjd'

2. ① 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u;ameka mdkh lrñka bkakjd'

 ② 여: 2차에 가고 있습니다. fojk jghg hñka bkakjd'

 ③ 여: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iõÈh mqrñka bkakjd'

 ④ 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iskaÿ lshñka bkakjd'

3. 남: 회식이 끝난 거예요? fNdacka ix.%yh wjika o@

4. 여: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wo w¿;a fiajlfhla wdjd lsh,d wdrxÑ jqKd'

5. 남: 어제 단합대회는 어땠어요? Bfha ;rÕh fldfyduo@

 여: 좋았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fyd|hs' uu uf.a i.hka iuÕ f.dvdla l;d l<d'

 남: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을 것 같아요. uu uf.a i.hka iu. fyd|g ñ;=re jqKd jf.hs'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③   3. ③  4. ③  5. ④

1. 여: 바트 씨, 대리로 승진한 거 축하해요. 

   nd¾Ü uy;d" ksfhdað;hl= f,i Tfí Wiiaùu .ek iqn me;=ï' uf.a .dfka fyg ix.%yhla 

fok ksid yefudau ri lEu lkakg huq'

 남:  고마워요. 이게 모두 여러분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내일 제가 한턱낼 테니까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

러 가요. 

   ia;=;shs" fï ish,a, Thd, Woõ lrmq ksihs' 
 여: 와, 정말요? 내일은 야근이 없으니까 작업 끝나면 바로 퇴근할 수 있어요. 

   Id we;a;o@ fyg rd;%S jev uqrh ke;s ksid lsÍug we;s jev bjr jQ jydu hkakg yelsh'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①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남자는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msßñ mqoa.,hd fyg l=ula lrkakgoehs isákafka@

 ① 한턱내려고 합니다. ② 야근을 하려고 합니다.

 ③ 작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④ 동료를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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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식이라고 하면 삼겹살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술자리 대신 

같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단합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술이 없는 회식 문화가 더 많은 직원

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idudkHfhka ld¾hd,Sh fNdack ix.%yhlg .sh úg iï.afhdíi,aa wdydrhg f.k u;a meka mdkh 

lsrkjd hehs f,fyisfhkau is;kak mq¨jkas' kuq;a j¾:udkfha u;ameka .ekSu fjkqjg m%ix.hla 

keröu fyda l%Svd lrñkao /iaùï ixúOdkh lrkjd' u;ameka fkdue;s ld¾hd,Sh fNdack ix.%y 

ixialD;shg f.dvdla fiajlhska fhduq fjñka bkakjd'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오늘 회식을 한다고 해요? wo ld¾hd,fha fNdack ix.%yhlg  hkjd lsh, lshkjd o@

나: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했어요.

 Tõ" tla wfhlaj;a wvq jkafka ke;=j iyNd.S fjkak lshd lsõjd'

     ① 빠지라고  ② 마시라고  ③ 참석하라고  ④ 축하하라고

4.

 

가: 리한 씨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ßydka uy;d <Õ§ .ug hkjd lsh,d lshkjd'

나: 그래요? 그럼 곧                 파티를 해야겠네요.

 we;a;o@tfyukï wksjd¾fhkau ^iuq.ekSfï& mdáhla ;shkak ´kfka'

     ① 생일  ② 승진  ③ 환송  ④ 환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ó,Õ .eg¿jg ms<s;=re imhkak'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fþofha ud;Dldjg .e<fmk ms<s;=r l=ulao@

     ①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② 보통 회식에서는 술을 마십니다.

     ③ 회식에서 공연을 보기도 합니다.  ④ 회식에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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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회식입니다. 

 ② 등산입니다. 

 ③ 소풍입니다.

 ④ 체육대회입니다. 

2.  ① 환영하는 자리예요.  

 ② 환송하는 자리예요. 

 ③ 축하하는 자리예요. 

 ④ 친해지는 자리예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오늘 회식을 한다고 해요? 

 나: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요. 

① 빠지라고 ② 마시라고 ③ 참석하라고 ④ 축하하라고

4. 가: 리한 씨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나: 그래요? 그럼 곧  파티를 해야겠네요. 

① 생일 ② 승진 ③ 환송 ④ 환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보통 회식이라고 하면 삼겹살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술자리 대신 같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단합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술이 없는 

회식 문화가 더 많은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② 보통 회식에서는 술을 마십니다.

③ 회식에서 공연을 보기도 합니다. ④ 회식에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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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
① 회식입니다.

② 등산입니다.

③ 소풍입니다.

④ 체육대회입니다.

① 환영하는 자리예요.

② 환송하는 자리예요.

③ 축하하는 자리예요.

④ 친해지는 자리예요.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③  5. ①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wxl 2 olajd mska;+r n,d f;areu l=ulaoehs ks.ukh lrk .eg¿jhs' 

fmr bf.k.;a jpk isys lrñka .eg¿j úi|d n,kak'

wxl 3 isg wxl 4 ksjerÈ jpkh f;dark .eg¿jhs' wxl 5 fþofha ud;Dldj f;dark 

.eg¿jhs' bf.k.;a jpk iy jHdlrK isys lrñka .eg¿j úi|d n,kak'



39 wo fNdack ix.%yhla mj;ajkak woyia lrkjd  129128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우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을/를 합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wm wdh;kfha uilg jrla ^tlg jevlrk ñ;=rka iu. lEug t,shg hEu& lrhs' tlg 

jevlrk ñ;=rkaa tlg wdydr .ksñka ióm úh yelshs'

 ① 승진  ② 휴가

 ③ 구경  ④ 회식

2.

 

주말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사고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옷도 샀습니다.

i;s wka;fha§ fj<| ixlS¾Kh ^fIdmsx& fj; .shd' fj<| ixlS¾k fj<| ixlS¾Kfha§ 

fouõmshkag §ug ;E.so ñ,g f.k hy¿jf.a ux., W;aijh g we£ug we÷ulao .;a;d'

 ① 선물하러  ② 산책하러

 ③ 쇼핑하러  ④ 운동하러

3.

 

퇴근 후에 모임이 있다고 하면 보통 회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회식 대신에 같이  

공연을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jev ksud ùfuka miq miq /iaùula ;sfí kï" idudkH jev lrk wh iuÕ wdydr fõ,la 

;sfí' kuq;a fï Èkj,  wdydr fõ,la fjkqjg" iEufokdu ixo¾Yk ne,Su fyda l%Svd lsÍu;a 

lrhs'

 ① 보려고  ② 보거나

 ③ 알리려고  ④ 알리거나

확장 연습 jeäÿr wNHdi

정답   1. ④   2. ③   3. ②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jH[ack folla ms<sfj,ska fhfoa kï úúO Yío fjkialï we;s 

fõ' kuq;a ‘ㅁ/ㄴ/ㅇ+ㄱ(ㄲ)/ㄷ(ㅌ,ㄸ)/ㅂ(ㅍ,ㅃ)/ㅅ(ㅆ)/ㅈ(ㅊ,ㅉ)/ㅎ’ jeks wjia:d j,oS lsisÿ Yío 

fjkialula isÿjkafka ke;'

(1) 운동, 친구, 안개, 신부 (2) 감기, 침대, 금방, 냄비

(3) 강당, 공장, 공기, 당장 (4) 한국 친구가 많아요. 

(5) 공장에서 일해요. (6) 감기에 걸렸어요.

발음 WÉpdrKh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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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sx.sl ysxikh je,elaùu i|yd jk Wmfoia$  

,sx.sl ysxikh ms<sn|j mka;sj,g ijka§u  

□jHdlrK  Ndú;h ioyd Wmfoia –냐고 하다, 간접화법의 축약형

□ jpk Ndú;h ioyd Wmfoia  ,sx.sl ysxikh$ ,sx.sl ysxikh md,kh 

lrk l%u

□ ixialD;sl f;dr;=re ,sx.sl ysxikh w¾: oelaùu yd oËqjï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wmyiqjla oekqkdkï th ,sx.sl ysxikhl

민 우  칸, 아까 지은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
 Ldka" állg l,ska oelal ðwka uy;añhf.a uQK t;rï fyd| ke;s mdghs'

칸  그러게 말이야.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얘긴데 지은 씨가 
화를 내서 나도 깜짝 놀랐어.

  tal ;uhs' hy¿fjla lsh, ys;, lshmq fohg ;ryd .sh ksid ug;a mqÿu 

ys;=kd'

민 우  그런데,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

  kuq;a" úys¿jla jqk;a wyka bkak flkd  wmyiq;djhg fyda kskaodjg m;alrhs 

kï tal ,sx.sl ysxikhla f,i i,lkak mq¿jka lsh,d uu wy,d ;shkjd'

칸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we;a;o@ tfyu wruqKlaj;aa ;sífí keye''''''

민 우  나는 칸을 잘 아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uu Ldkaj fydÈka okakd ksid lula keye' kuq;a fjk wh jerÈ úÈyg 

ys;kak mq¿jka" ,sx.sl;ajh .ek lrk úys¨ f.dvla ixfõ§ fjkak mq¿jka'

칸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biairyg f.dvla m%fõiï fjkak'

-다면 lrkjd kï 

hï fohla fyda isÿùula .ek 

Wml,amkh lrkúg Ndú;d 

lrk fhÿuls'

· 가: 내일 시험이 너무 걱정

  이에요.

   fyg úNd.h .ek f.dvla 

lror fjkjd'

   나: 열심히 공부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fyd¢kaa mdvï l,d kï 

fyd| m%;M, ,efíú' 

1. 지은 씨는 왜 칸 씨에게 화를 냈어요? ðwka" wehs Ldka iu. ys;a wukdm jqfKa@

정답   1. 칸이 성적 농담을 했기 때문이에요.

대화 1  ixjdoh 1
Track 124

ñkajQ" Ldkaf.a l%shdldrlï .ek wjjdo lrñka isáhs' fofokd l=uk l;djla 

lrkjd o hkak uq,ska fojrla wid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그러게  tal ;uhs ^we;a; ;uhs&

wfkld mjik hulg tlÕ 

ùfï§ Ndú;d lrk fhÿuls'

· 가: 이 음식 맛이 좀 이상해

   fï lEu j, ri álla 

wuq;=hs' 

  나: 그러게. 날씨가 더워서

  상한것 같아. 

   tl ;uhs" riakh ksid 

krlafj,d jf.a' 

fyd|ska wid wkq.ukh l<d o@ tfia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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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
wmyiq;djh

거부감
nh

수치심
,eÊcdj

성적 농담
,sx.sl;ajh ms<sn| úys¨j

신체 접촉
ldhsl ysxikh

음담패설
lgl;d

음란물
,sx.sl;ajh yd 

iïnkaO foaj,a

동영상
ùäfhda m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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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①     ㉠

②     ㉡

③     ㉢

신체 접촉

음담패설

음란물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sentences using ‘-냐고 하다.’

상담센터에서 거부감이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보기

①  ② 

③  ④ 

음담패설을 

자주 해요?

성적 농담을 

했어요?

불쾌감을 

느꼈어요?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봐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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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접촉

㉡ 음담패설

㉢ 음란물

①

②

③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어휘 1  jpk ud,dj 1 성희롱 ,sx.sl ysxikh

,sx.sl ysxikh yd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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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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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하다’ Ndú;dlr WodyrKfha oelafjk wkaoug jdlH iïmq¾K lrkak'

2. ‘-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WmfoaYk wdh;kfhkaa nhla oeKqqkd o lsh, úuiqjd'

상담센터에서 거부감이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불쾌감을 
느꼈어요?

음담패설을 
자주 해요?1) 

3)

2) 

4)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상담센터에서                          .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봐요?

성적농담을
했어요?

l:lhd fjk;a flfkl= mejiQ foh kej;  mejiSuloS fhdod.efka' kej; mjikq ,nk 

jdlHh m%Yakdra:h yÕjk jdlHhla kï ‘-냐고 하다’ fhdod.kS'  

동사 ^l%shdmoh& 형용사 ^úfYaIK moh& 명사 ^kdu moh&

-느냐고 하다
자음 ^jH[ackh& → -으냐고 하다

모음 ^Iajrh& → -냐고 하다

자음 ^jH[ackh& → 이냐고 하다

모음 ^Iajrh& → 냐고 하다

오다 → 오느냐고 하다

먹다 → 먹느냐고 하다

   좋다 → 좋으냐고 하다

바쁘다 → 바쁘냐고 하다

   학생 → 학생이냐고 하다

친구 → 친구냐고 하다

· 리한 씨가 나한테 몇 시에 회사에 오느냐고 했어요.  

 ßydka uy;d uf.ka iud.ug lShgo tkafka lsh,d weyqjd'

· 민우 씨가 칸 씨에게 왜 기분이 좋으냐고 했어요.  

 ñkq uy;añh lka uy;a;hf.ka fudlo i;=áka lsh,d weyqjd'

· 가: 회식은 재미있었어요? ldrahh uKav,h;a iuÕ wdydr .;a; tl fyd|o@

 나: 네, 그런데 이반 씨 어디 갔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Tõ" ta jqkdg wixl uy;a;hd fldfyo .sfha lsh,d weyqj wh f.dvla ysáhd'

· 가: 어제 회식 때 기분 나빴지요? Bfha lEu fj,dfõ ys; ßÿkd fkao@

 나: 네, 그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성희롱이 아니냐고 하던데요. 

  Tõ" ta .ek hd¨jg lsõju ,sx.sl ysrsyerhla fkfïo lsh,d weyqjd'

m%Odk jYfhka l:kfha§ ‘-느냐고’ hkak ‘-냐고’ f,i ,shkq ,nhs'

정답   1) 불쾌감을 느꼈느냐고 물어봤어요    2) 음담패설을 자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3) 성적 농담을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4)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보느냐고 물어봤어요

문법 1  ixjdoh 1 -냐고 하다 G40-1

‘-냐고 하다’ f;areï .;a;d o@ tfiakï WodyrKfha oelafjk wkaoug jl% l:k 

iajrEmhg udre lr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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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직장 내에는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직

장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

야기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

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

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

건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증거를 확보하

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

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jevfmdf,a§ isÿjk ,sx.sl ysxikhka fndfydaúg 

jevfmdf<a tlg jevlrk whj mjqf,aa wh f,i 

ie,lSfuka mgka.kS' fujeks iïnkaOhla ;=,§ 

b;d ksoyiaj l;dlsÍu fyda ldhsl ysxikhla 

isÿjqKq úg tajd ,sx.sl ysxikhla f,i i,lk 

wjia:d wêlhs' tajf.au wfkld lrk hï 

l%shdldrlula ksid wmyiq;jhla oekqkdkï 

th wksjd¾hfhkau mejish hq;=hs' ;jo ,sx.sl 

w;jrhlg fyda ,sx.sl ysxidjlg ,lajk úg 

tu isÿùu fydÈka igyka lrf.k jd¾;d lsßu 

jeo.;ah' wms ish¨u fokd ,sx.sl w;jrhl jerÈ 

lre fyda f.dÿrla úh yels nj wksjd¾hfhkau 

u;l ;nd .kak'

-기 바라다 hula lsÍu blauka
is;d isák wdldrhg fyda 
n,dfmdfrd;a;= jk wdldrhg 
hula isÿfõú hhs is;d isák 
úg Ndú;d lrhs' 

· 올해에는 꼭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fï wjqreoafoa kï 
wksjd¾hfhkau /lshdjla 
,efíú hhss is;kjd'

-거나 fyda

bÈßfha§ mjik foh fyda Bg miq 

mjik foh w;ßka tlla muKla 

f;dard.ekSfï§ Ndú;d lrk 

fhÿuls'

·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봅니다.

  i;s wka;fha fõ,dj ;sfnkjd 

kï fmd;la lshùu fyda 

Ñ;%mghla krUkjd'

정답   1.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2.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아요.

1. 강연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ksfõolhd l=ula ms<sn|j l;d lf<a o@

2.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x.sl ysxidjlg fyda ,sx.sl w;jrhlg ,laa jk úg l=ula l< hq;=o@

대화 2  ixjdoh 2
Track 125

foaYlhd jevfmd< ;=,§ we;sjk ,sx.sl ysxikh iy ,sx.sl w;jr ms<sn|j 

l;dlrñka isá' uq,skau fonig fojrla ijka§ wkq.ukh lrkak'

fyd|ska wid wkq.ukh l<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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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sx.sl w;jrh

가해자
ú;a;slre

피해자
meñKs,s lre

증거
idlaIs

증인
idlaIs lre

의사를 표현하다
wlue;s nj 

fmkajkjd

신고하다
meñKs,s lrkjd

강요하다
n,mEï lrkjd

요구하다
b,a,d isákjd

불이익을 주다
jkaÈ f.jkjd

• 원하지 않는 일에는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wkjYH fohlakï wksjd¾hfhkau wlue;a; fmkajkak'

• 집에 도둑이 들어서 112에 신고했어요.  
f.org fidfrla meñKsh úg 112g meñKs,s lrkak'

•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해도 소용없어요.  
úfkdao ùug muKla leu;s <ufhl=g mdvï lrkak lsh, n,mEï l,;a jevla keye'

•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회사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jevlrk .uka wk;=rlg m;a jqfkd;a iud.fuka jkaÈ ,nd.kak mq¿jks'

• 승진할 때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Wiiaùï fok úg úfoaYslfhla lshd wjdishla lsÍu iqÿiq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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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①     ㉠

②     ㉡

③     ㉢

강요하다

신고하다

의사를 표현하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간접화법 축약형을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sentences using contracted forms of indirect (reported) speech. 

지훈 씨가 오늘 회식이 있대요.

보기

1)  2) 

3)  4) 

같이 저녁을 

먹읍시다.

내일 휴가를 

쓸 거예요.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내일 좀 일찍 

나오세요.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오늘 회식이 

있어요.

한국어 표준교재 31~40.indd   111 2014-06-11   오전 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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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하다 ㉡ 신고하다 ㉢ 의사를 표현하다

① ② ③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iïnkaO lrkak'

정답   ① ㉢  ② ㉡  ③ ㉠

어휘 2  jpk ud,dj 2 성희롱 대처 방법 ,sx.sl ysxikh j,lajk wdldr

,sx.sl ysxikh j,lajk wdldr yd iïnkaO jpk úuid n,uq 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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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j hula mejiSfï§ ‘-다고 하다’, ‘-(으)라고 하다’, ‘-자고 하다’, ‘-냐고 하다’ hkak tlska tl 

‘-대요’, ‘-(으)래요’, ‘-재요’, ‘-냬요’ f,i flá fldg Ndú;d lrhs'

· 가: 오늘 저녁에 모두 다 참석한대요? wo yjig yefudau iyNd.s fjkj¨o@

  나:  김 과장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신대요. lsï l<ukdldr;=udg jevla ;sfnk ksid tkak fjkafk kE¨'

· 가: 수루 씨가 뭐래요? iqrE uy;d fudllao lsõfõ@

  나: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을 거래요. WmfoaYk fiajd ia:dkhg f.dia WmfoaYkh ,nd .kakj¨'

· 가: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l<ukdldr;=ud fudlo lsõfõ@ 

  나:  이번 주말에 단합 대회를 하재요. fï i;s wka;fha lïlre /<shla mj;ajuq¨'

· 가: 상담센터에서 뭐라고 해요? WmfoaYk fiajd ia:dkfhka fudlo lshkafka@

    나: 증거나 증인이 있 요. idCIs iy idCIslrejka bkakjo lsh,d weyqjd'

정답   1) 내일 휴가를 쓸 거래요  2) 같이 저녁을 먹재요

 3) 내일 좀 일찍 나오래요  4)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웠 요

보기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9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대화를 읽고 맞는 그림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picture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s the situation. 

가: 리한 씨, 오늘 보너스 받았다면서요? 

나:   네.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한턱낼게요.

보기

1) 가: 오늘 승진하신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배합시다.  

2) 가: 리한 씨,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보기

① ② ③ ④ 

2.   ‘-자고 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sentences using ‘-자고 하다.’

지훈 씨가 이따가 만나자고 해요. 
보기

1)  2) 

3)  4) 

그림  

이따가 만나요.

술을 마셔요. 같이 저녁을 

먹어요.

다음 주에

회식을 해요.
2차로 노래방에 

가요.

①

그림  

그림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지훈 씨가 .

한국어 표준교재 31~40.indd   98 2014-06-11   오전 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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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화법 축약형을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훈 씨가 오늘 회식이 있대요. 
csyqka uy;d wo iud.fï isákjd¨'

오늘 회식이
있어요.

내일 휴가를
쓸 거예요.

같이 저녁을
먹읍시다.1) 

3)

2) 

4)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내일 좀 일찍
나오세요.

jl% NdIdfõ flá wdlD;sh Ndú;dlr WodyrKfha oelafjk wkaoug jdlH iïmq¾K lrkak'

문법 2  ixjdoh 2 간접화법의 축약형 G40-2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곧 드릴게요. blaukg fokakï' 

가: 여기요. 국수 아직 안 나왔어요. iudjkak' ;du l=.aiq ^lEuls& ,enqfka keye'

나: 죄송합니다. 곧 드릴게요. iudjkak' blaukg fokakï'

wjfndaO jqkd o@ tfiakï WodyrKfha oelafjk wdldrhg jdlH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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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sl ysxikh iïnkaO m%Yak fõ' fyd¢ka lshjd m%Yakj,g ms<s;=re imhkak'

ksjerÈ hehss isf;kjd kï ◯ ,l=K;a jerÈhs isf;kjd kï X ,l=K;a fhdokak'

by; m%Yakj, ms<s;=re j, úia;r mßlaIdlr n,kak'

1)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
   ,sx.sl ysxikh fm!oa.,sl fohla ksid ;u ;ukau úi|d .; hq;=hs'                                    

2)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 ×
 pqÈ;hdg ,sx.sl ysxikhla lsÍfï wruqKla ;snqKdo hkak jeo.;a fõ'

3) 성희롱에는 남녀를 차별하는 말과 행동도 포함됩니다. ◦ ×
  ,sx.sl ysxikfha§ kï msßñ .eyeKq fjka lrk jpk yd l%shdldrlïa mjd we;=,;a fjkjd'

4)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닙니다. ◦ ×
  meñKs,s lre wlue;shs mejiqfõ ke;akï th ,sx.sl ysxikhla fjkafka keye'

1) ×
성희롱은 단순한 성적 욕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닙니다. 

성희롱은 직장 내의 상하 관계와 관련된 행위로,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성

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희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ldhsl ysxikh" idudkH ,sx.sl wdYdjkaf.

ka ieÿï,;a l%shdjla fkdfjhs' ldhsl ysxikh 

jevfmd< ;=, ieuúgu iïnkaê; yd ne£ 

;sfnk l%shdjla jk w;r jevfmdf<a jev yd 

iïnkaOj wiNH jpk fyda l%shdjka j,ska 

wmyiq;djhla ,ndfok fyda ,eÊcdjg m;alrk 

l%shdjka fjhs' tuksid ;jÿrg;a ldhsl ysxikh 

;u ;ukaf.a m%Yakhla f,i fkdj iudcfha 

m%Yakhla f,i ie,lsh hq;=hs'

3) ◦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불

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도 성희롱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은 모를 거야.” 라든가 “남자가 뭘 알겠

어?” 등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면 성희

롱이 됩니다.

msßñ iy .eyeKq f,i fjk fjku fjkfldg 

l;dlsÍu u.ska wid isákakdg wmyiq;djhla 

oefkkjd kï th;a ldhsl mSvkhls' 

WodyrKhla f,i ’.eyeKq wh fï .ek okafk 

keye¶ fyda ’msßñ mqoa.,hd fudkjo okafk@¶ 

jeks jpk wid isák wh wmyiq;djhg m;a 

fjkjd kï th;a ldhsl ysxikhls'

2) ×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

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

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이 직장생활의 활력

소라고 생각하고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

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ldhsl ysxikhla o keoao hkak ;SrKh lrk 

kshuhka w;r jvd;au jeo.;a foh jkafka 

meñKs,slrejd l=uk wdldrfha n,mEula 

,enqjdo hkakhs' ,sx.sl;ajh iïnkao úys¿ 

lsÍu fyda lgl;d me;srùu" jevfmdf<a 

idudkH fohla f,i i,ld lghq;= lsÍu fyda 

l;d lsÍu fjk;a whj wmyiq;djhg m;a 

lsÍug fyda ,eÊcdjg m;alsÍug mq¿jka'

4) ×
피해자가 싫다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것

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피해자의 

말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

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meñKs,slrejd wlue;s hehs jpkfhka 

fkdlSj;a th we;a;gu n,dfmdfrd;a;= fkdjQ 

l%shdjla nj meñKs,slref.a jpk fyda l%shdj 

n,d ks.ukh l, yelsh' tuksid jpkfhla 

wlue;a; m%ldY lsÍu ldhsl ysxikhlao keoao 

hkak ks.ukh lsÍfï§ kshuhla fkdfõ'

성희롱에 관한 O, X 퀴즈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맞다고 생각하면 ◦, 틀리다고 생각하면 ×에 표시하세요.

2. 위의 퀴즈의 답과 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보세요.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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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개념과 처벌
ldhsl ysxikh hk ixl,amh iy m%fNao'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

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

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jevfmd< ;=, ldhsl ysxikh hkq iud.fï whs;slre" by, ks,OdÍka fyda lïlrejka jevfmd< 

;=, ;u moúh Ndú;d lr fyda jev iïnkaOfhkaa fjk;a lïlrejkag wiNH f,i l;d lsÍu u.ska 

wmydihg fyda kskaodjg m;alsÍu fyda fjk;a ,sx.sl;ajh yd iïnkaO n,mEï lsÍu hkdÈh ksidfjka 

widOdrKhla isÿùula f,i olajhs' ^msßñ .eyeKq iudk whs;sjdislï mk; 2 j.ka;sh  2 fþoh&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jevfmd< ;=, ldhsl ysxikh ms<ssn| ixl,amh 

행위자
ls%hdj lrkakd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whs;slre" m%OdkSka" 

lïlrejka

수단
lgl;d

· 성적 언어,행동 등을 요구

  wiNH jpk" l%shdldrlï 

hkdÈh n,dfmdfrd;a;= 

fjkjd

피해자
meñKs,slrejd 

다른 근로자
fjk;a lïlrejka

결과
m%:sM,

· 성적 굴복감
 ,sx.sl n,mEï

· 고용상 불이익
 jevfmdf<a mdvq

· 직장 내 지위 이용
  jevfmd< ;=, Wiialu 

Ndú;d lsÍu

· 업무와의 관련
   jevj,g iïnkaO

매개
udOH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sx.sl ysxikh lrkakkag ysñjk ovqjï

직장 내 성희롱 금지
jevlrk ia:dkh ;=, ,sx.sl 

ysxikh ;ykï

예방 교육 실시
je<elaùfï mqyqKq jevigyk

분쟁의 자율적 해결
.egqï ksoyfia ksrjq,aa lr.ekSu

발생시 조치
hula isÿ jQ úg l%shd;aul ùu

행위자 징계
wmrdO lreg ovqjï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meñKs,slreg jkaÈ ,nd §u ;ykï 

상담 및 구제 절차 확립
idlÉPd  lsÍu fyda .e,ùfï 

mshjr oelaùu

경고, 견책, 정직, 감봉, 해고 등 징계 

wk;=re weÕùu" Woaf>daIkh" myr§u" fiajfhka mylsÍu jeks oළqjï 

행정적 책임(과태료 등), 민사 책임(손해배상) 발생 

úOdhl j.lSu" ^ovqjï& mqrjeis j.lSï 

도덕적 비난과 명예 손상 

iodpdrd;aul úfõpk yd lS¾;shg ydksùu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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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tlu l;djg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msßñ mqoa.,hd l=ula ms<sno l;dlrñka isào@

 ① 성희롱의 종류 ② 성희롱의 처벌

 ③ 성희롱의 신고 방법 ④ 성희롱의 대처 방법

5.   남자가 증거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msßñ mqoa.,hd idlaIshla f,i fkdmejiQ foh l=ulao@

 ① 사진 ② 편지

 ③ 녹음 ④ 날짜

Track 126

11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① 성희롱의 종류  ② 성희롱의 처벌

③ 성희롱의 신고 방법    ④ 성희롱의 대처 방법

5. 남자가 증거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사진  ② 편지

③ 녹음  ④ 날짜

Track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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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fuu mqoa.,hd ljqo@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uu mqoa.,hd oeka fudkjo lrkafka@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uu mqoa.,hd oeka fudkjo lrkafka@

 ①   ②   ③   ④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sg 3 olajd we;af;a mska;=rh foi n,d m%Yakhg .e,fmk ms<s;=r f;dark 

m%Yak fõ' weiSug fmr m%Yak lshjd n,kak' 

wxl 4 iy 5 tlu l;djlg ijka§ m%Yak j,g .e,fmk ms<s;=re f;dark m%Yk 

fõ' weiSug fmr m%Yak yd ms<s;=rej, wka;¾.;h fyd¢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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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④  3. ②  4. ④  5. ②

1. ① 여: 증인입니다. idlaIslre fõ' ② 여: 증거입니다. idlaIs fõ'

 ③ 여: 피해자입니다. meñKs,slre fõ' ④ 여: 가해자입니다. ú;a;slre fõ'

2. ① 남: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wiNH foaj,a n,ñka isá'

 ② 남: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ùäfhda o¾Yk n,ñka isá'

 ③ 남: 성적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wiNH úys¨ lrñka isá'

 ④ 남: 신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YÍrh iam¾Ylrñka isá' 

3. ① 여: 강요하고 있습니다. n,y;aldrlula lrñka isá'

 ② 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meñKs,s lrñka isá'

 ③ 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n,y;aldrlula lrñka isá'

 ④ 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úia;r lrñka isá'

4-5.  남: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 말

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 날짜와 시간, 장

소 등을 정확하게 써 놓아야 합니다.

   jevfmd< ;=, ,sx.sl w;jrhla we;sjk úg meyeÈ,sju ;ukaf.a woyia m%ldY l< hq;=hs' hï úgl 

fl,skau jpkfhka mejiSug wmyiqkï ,smshla ,sùu fyda fjk;a l%uhlska ;ukaf.a wruqK 

mejiSu jvd;a iqÿiqhs' ;jo fjk;a wh mjik jpk fyda l%shdjka Tmamqlr fmkaùug yels idlaIs 

tl;= lrkak' mska;=r .ekSu fyda má.; lr Èkh"fõ,dj ia:dkh ksjerÈj ,súh hq;=hss'

듣기 대본  Y%jK msgm;

1. 남: 어서 오세요. 저희 센터는 처음이시죠? tkak we;=,g" wfma fikag¾ tlg tk m<uqj;dj fkao@

 여: 네,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Tõ" ug fldßhdkq NdId mka;s i|yd whÿï lsÍug wjYHhs l=ula o l< hq;af;a @

 남: 먼저 이용자 카드를 만드셔야 해요. 그 후에 상담을 하고 수업을 신청하시면 돼요.

   uq,skau mßYS,l ldâm; idod.; hq;=h’ Bg miq" wjYH Wmfoia ,nd f.k mka;s i|yd whÿï l<dkï 

yrs'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③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다음 중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my; i|yka ms<s;=re w;ßka wka;¾.;h yd iudk ms<s;=r f;darkak'

 ① 여자는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② 남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③ 한국어를 배우려면 이용자 카드가 필요합니다. 

    ④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고 나서 상담을 받습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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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40과_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11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증인입니다. 

 ② 증거입니다. 

 ③ 가해자입니다. 

 ④ 피해자입니다. 

2.  ① 경찰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② 성적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③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④ 부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3.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건 큰 잘못이지요? 

나: 그럼요, 그건 에 해당하는 행동이에요.

① 성범죄 ② 경범죄 ③ 교통 위반 ④ 불법 체류 

4.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 수루 씨, 제 옆에 앉으세요.

나: 민수 씨, 이런 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알지요?

① 강요하면 ② 신청하면 ③ 신고하면 ④ 표현하면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언동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 상 ㉠ 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 책임 ② 증거 ③ 불이익 ④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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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증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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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3.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건 큰 잘못이지요? 

나: 그럼요, 그건 에 해당하는 행동이에요.

① 성범죄 ② 경범죄 ③ 교통 위반 ④ 불법 체류 

4.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 수루 씨, 제 옆에 앉으세요.

나: 민수 씨, 이런 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알지요?

① 강요하면 ② 신청하면 ③ 신고하면 ④ 표현하면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언동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 상 ㉠ 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 책임 ② 증거 ③ 불이익 ④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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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

① 증인입니다.

② 증거입니다.

③ 가해자입니다.

④ 피해자입니다.

① 경찰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② 성적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③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④ 부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wxl 1 isg 2 olajd we;af;a mska;+rh foi n,d .e,fmk fhÿu f;dark m%Yak 

fõ" by; bf.k.;aa jpk h,s u;laa lr.ksñka m%Yakj,g ms<s;=re imhkak'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ó,Õ .eg¨jg ms<s;=re imhkak'

3.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ysia;ekg .e,fmk jpkh l=ulao@

가: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건 큰 잘못이지요?

   YÍrh iam¾Y lsßu fyda wiNH jpk jeks l%shdldrlï u.ska wfkldj wmyiq;djhg 

m;alsÍu b;d f,dl= jrola fkao@

나: 그럼요, 그건                     에 해당하는 행동이에요.

 Tõ" th ,sx.sl ysxikhg wod,jk l%shdjla'

     ① 성범죄  ② 경범죄  ③ 교통 위반  ④ 불법 체류

4.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ysia;ekg jvd;au .e<fmk jpkh l=ulao@

가: 수루 씨, 제 옆에 앉으세요. iqre uy;auhd" ux ,Õska jeäfjkak'

나: 민수 씨, 이런 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알지요?

    ñkaiq uy;d fujeks n, lsÍï jevfmd< ;=, ldhsl ysxikhg wod,jk nj okakjd fkao@

     ① 강요하면  ② 신청하면  ③ 신고하면  ④ 표현하면

wxl 3 yd 4 olajd we;af;a  fonig jvd;au .e<fmk jpk f;dark m%Yak fõ' 

wxl 5ka oelafjk fþoh lshjd m%Yak j,g ms<s;=re imhkak'



40 wmyiqjla oekqkdkï th ,sx.sl ysxikhl  141140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언동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________________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jevfmd< ;=< ldhsl ysxikh hkq whs;slre "by< ks,OdÍka fyda lïlrejka jevfmd< ;=, ;u 

moúh Ndú;dlr fyda jev iïnkaOfhkaa fjk;a lïlrejkag wiNH f,i l;d lsÍu u.ska 

wmydihg fyda kskaodjg m;alsÍu fyda fjk;a ,sx.sl;ajh yd iïnkaO n,mEï lsÍu hkdÈh 

ksidfjka jk widOdrKhhs'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g .e<fmk jpkh f;darkak'

     ① 책임  ② 증거  ③ 불이익  ④ 불쾌감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ó,Õ .eg¨jg ms<s;=re imhkak'

정답   1. ②  2. ③  3. ①  4. ①  5. ③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jH[ack folla wkqms<sfj,ska fh§fï§ úúO Yío fjkialï isÿfõ' 

Yíoh ke.Sug ndOd lrk jHxck iu`. kdislH Yíohla fhfok úg kdislH Yíohla f,i 

WÉpdrKh lrhs' fuúg WÉpdrK ia:dkh fjkia fkdfõ'

(1) 막내, 국민, 국물, 밥맛  (2) 꽃만, 있는, 먹는, 닫는

(3) 작년에 무엇을 했어요? (4) 운동 후에는 밥맛이 좋아요.

발음 WÉpdrKh P-19

[1~2]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1.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전에 집에서 혼자 공부합니다. 문법과 단어를 미리 공부하고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uu fldßhdkq mx;sj,g iyNd.s ùug fmr ;ksju bf.k .;af;a' jHdlrK iy jd.a ud,dj 

l,ska mdvï lr,d mka;shg .sydu .=re;=ñh lsh,d fok foaj,a fyd¢ka f;areï.kak mq¿jka'

 ① 숙제 ② 예약 ③ 복습 ④ 예습 

2.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시키고 동료는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Èjd wdydr ld,fha i.hska iu. wjkay,lg .shd' uu lsïÑcsf.a weKjqï l< w;r i.hka 

;afjkackaÑf.a weKjqï lr lEjd'

 ① 식당 예약 ② 음식 주문 ③ 식당 위치 ④ 음식 소개     

확장 연습 jeäÿr wNHdi

정답   1. ④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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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  망치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민수 씨, 망치 못 봤어요?
   ñáh yeu ;eku fyõj;a keye fka' ñkaiq uy;aud ñáh 

oelafla keoao@

민수  공구함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NdKav ouk fmÜáfha we;s' fydh,d n,kak'

바루  공구함에 없어서요. 못을 좀 박아야 하는데⋯⋯.
   NdKav ouk fmÜáfha keye' weKhla .,jkak ;sfhkjd''''''

민수  어디 좀 봐요. 그거 나사못이네요. 나사못이라면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요.

   bkak n,kak' fïl bial=remamq weKhla fka' bial=remamq 

weKhla kï bial=remamq kshkska lr,d n,kak' tal ;j;a 

myiqhs fka' wdya fukak'

바루  어, 고마워요. 
   wdya ia;=;shs'

민수  다 쓰면 공구함에 잘 넣으세요.
   Ndú;d lr,d wjika jq miq NdKav ouk fmÜáhg oukak'

아무리 fld;rï

·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fld;rï weu;=ï .;a;;a 

weu;=u .kafka keye' 

·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이 보고서를 다 쓰고  

자려고 해요. 

  fld;rï uykais jqj;a wo 

fï jd¾;dj iïmq¾Kfhka 

u ,sh,d bjr lrkak 

´fka'

-아서/어서요  

fya;=jla olajk iïnkaêldrl 

mo jk ‘-아서/어서’ iu. ‘요’ 

tl;= lr jdlHh wjidkfha oS 

Ndú; lrhs'

· 이것 좀 같이 들어 주실래요? 

너무 무거워서요.

  fïl álla Tijkak Wojq 

fjkjdo@ f.dvla nr ksihs

· 가:   왜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wehs whsialS%ï lkafka 

ke;af;a@ 

 나: 배가 아파서요.
    nv ßfok ksihs' 

41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bial=remamq kshkska lr,d n,kak

1. 바루 씨는 뭘 찾고 있어요? mre uy;aud fudlla o fydhñka bkafka@

2. 민수 씨는 바루 씨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ñkaiq uy;aud mre uy;audg fudlla o ÿkafka@

정답   1. 망치를 찾고 있어요.  2. 드라이버를 주었어요.

대화 1  ixjdoh 1
Track 127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jevg Ndú;d lrk WmlrK fhdackd lsÍu" 

jev úia;r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로, –고 있다

□ jpk Ndú;h ioyd Wmfoia  ksIamdok l¾udka;fha oS Ndú; lrk w;a 

WmlrK" ksIamdok l¾udka;fha oS Ndú; 

lrk hka;% iQ;%

□ ixialD;sl f;dr;=re	 ld¾hhka i|yd wjYH jk WmlrK

mre uy;aud yd ñkaiq uy;aud l;d lrñka isáhs' uq,skau  ixjdoh fojrla 

ijkaoS wkq.ukh lrkak'

fyd|ska wid wkq.ukh l<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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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
veys wËqj

니퍼
wËqj

플라이어
ma,hsh¾ tl

드라이버
bial=remamq kshk

끊다, 구부리다
lmkjd$ 

kukjd

절단하다
uqÿkska lmd 

oukjd

구부리다, 펴다
kukjd$ os. yrskjd

박다
.,jkjd

전기 드릴
úÿ,s ä%,a tl

톱
lsh;

망치
ñáh

스패너
iamekrh

뚫다
ydrkjd

자르다
lmkjd

두드리다, 박다
.,jkjd

조이다, 풀다
;o lrkjd$ 

nqre,a lrkjd

못/나사못
weKh$ 

bial=remamq weKh

볼트/너트
fnda,aÜ tl$ 

uqßÉÑh

㉠ 드라이버

ⓐ 펴다

㉡ 플라이어

ⓑ 조이다

㉢ 톱

ⓒ 자르다

㉣ 스패너

ⓓ 뚫다

㉤ 전기 드릴

ⓔ 박다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f;darkak' 

11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그림을 보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가:  철사는 무엇으로 끊으면 될까요? 

 나: 

 ① 펜치로 끊으세요.

 ② 망치로 끊으세요. 

2) 가:  전선은 니퍼로 자르면 돼요?  

 나: 

 ① 네. 니퍼로 자르세요.

 ② 네. 톱으로 자르세요.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드라이버

플라이어

톱

스패너

전기 드릴

펴다

조이다

자르다

뚫다

박다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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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⑤② ③ ④

정답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어휘 1  jpk ud,dj 1 제조업 수공구 ksIamdok l¾udka;fha oS Ndú; lrk w;a WmlrK

ksIamdok l¾udka;fha oS Ndú;d lrk w;a WmlrKhka fudkjdoehs oek 

.ksuq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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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못을 박아야 하는데 뭘로 박으면 돼요? weKh .,jkak ´fka' fudllska .,jkjd kï fyd|hs o@

나:                                박으세요. ñáfhka .,jkak'

가: 이 나무를 뭘로 자를까요? fï ,Sh fudllska lmuq o@

나:                                자르세요. lshf;ka lmkak'

1.

2.

정답   1. 망치로  2. 톱으로

2. 그림을 보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1)

 
가:  철사는 무엇으로 끊으면 될까요? jh¾ tl l=ulskaa .ef,õfjd;a fyd| fjhs o@

나:                                         

 ① 펜치로 끊으세요. ② 망치로 끊으세요.

2)

 
가:  전선은 니퍼로 자르면 돼요? jh¾ tl wËqfjka lemqjg lula keoao@

나:                                         

 ① 네, 니퍼로 자르세요. ② 네, 톱으로 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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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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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철사는 무엇으로 끊으면 될까요? 

 나: 

 ① 펜치로 끊으세요.

 ② 망치로 끊으세요. 

2) 가:  전선은 니퍼로 자르면 돼요?  

 나: 

 ① 네. 니퍼로 자르세요.

 ② 네. 톱으로 자르세요.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드라이버

플라이어

톱

스패너

전기 드릴

펴다

조이다

자르다

뚫다

박다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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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①

kdumo iy iïnkaO ù hïlsis l%shdjla lsrSug hï l%uhla WmlrKhla fyda wuqøjHhla 

Ndú;d lrkjd hkak oelaùfïoS Ndú;d fõ'  

자음 ^jH[ackh& + 으로 모음 ^iajr,&, 자음 ‘ㄹ’^jH[ackh -ㄹ& + 로

톱으로 망치로, 드릴로

·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fï fïih ±jfhka iEÿfõ'

· 배로 보내면 요금이 싸요. kefjka tõfjd;a úhou wvqhs'

· 가: 그건 톱으로 자르면 안 돼요. tal fmdrfjka lmkak nE'

  나: 그럼 뭘로 잘라요? tfykï fudflkao lmkafka@

문법 1  ixjdoh 1 (으)로 G41-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WmlrKhla Ndú;d lsÍfï o ‘(으)로’ yd osYdj oelaùfï oS" .ukdka;h oelaùfï oS ‘(으)로’

ia:dkhla olajk kdu mo iu. tl;= ù osYdj fyda .ukdka;h oelaùfï oS Ndú; lrk 

w;r kdu mo iu. tl;= ù  WmlrKhlska" wuqøjHlska hïlsis fohla lrk l%uh olajoaoS 

fhdokq ,efís'

·일이 끝나면 식당으로 오세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으)로’ f;areï .;a;d o@ m%Yakhg .e<fmk ms<s;=r f;dard foni iïmq¾K 

lrkak'

;j ÿrg;a bf.kf.k n,uq o@ ‘(으)로’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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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안  공장장님, 일찍 오셨네요. 
  m%OdkS;=ud blaukg weú,a,dfka'

공장장  네, 거래처에서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
서요. 새로 들여온 전기 절단기는 문제없
어요?

  Tõ .kqfokqj ys;=jdg jvd blaukg wjika jqKd'  

w¨f;ka  meñKs úÿ,s lmkfha m%Yakhla keoao@

투   안  네, 아주 잘돼요.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Tõ f.dvdla fyd|hs' biair Ndú;d l< tlg jvd 

f.dvdla uDÿhs'

공장장  그래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세
요. 아, 그런데 투안 씨, 괜찮으면 리한 
씨한테 용접봉 좀 가져다주세요. 아까부
터 찾고 있었어요.

     ta;a wk;=reodhl ksid mßiaiñka Ndú;d lrkak' 

wdya" tal fkfuhs ;=jdkaa uy;aud" lula ke;akï 

rsydka uy;audg je,aäka tl .syska fokjd o@ ál 

fj,djl  b|ka fydhñka ysáhd'

투   안  그래요? 지금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지요? 제가 얼른 가 볼게요.

  tfyuo@ oeka fiajh lrk ia:dkfha je,aäka lrñka 

bkakjd fka@ uu blaukg .syska n,,d tkakï'

정답   1. 용접봉을 찾고 있었어요. 2. 전기 절단기예요.

1. 리한 씨는 무엇을 찾고 있었어요? rsydka uy;d l=ula fidhñka isáhd o@

2. 공장에 새로 들여온 공구가 뭐예요? l¾udka; Yd,djg w¨;ska meñKs WmlrK fudkjd o@

새로 w¨;a

· 새로 산 차가 멋있네요.

  w¨;ska ñ,g .;a ld¾ tl 

oel=ïl¿hs fka'

· 이번에 집을 새로 샀어요.

  fujr f.orla w¨;ska  

ñ<§ .;a;d'

훨씬 f.dvla

· 한시 씨의 한국어 실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yxis uy;añhf.a fldßhdkq 
NdId oekqu f.dvla fyd| 
jqKd'

· 형이 나보다 훨씬 키가 커요.
   whshd ug jvd f.dvla  

Wihs'

대화 2  ixjdoh 2
Track 128

fyd|ska wid wkq.ukh l<d o @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jdkaa uy;aud yd iud.fï whs;slre l;d lrñka isáhs' l=uk l;djla 

lrñka bkakjdo lshd uq,skau fonig fojrla ijka 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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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절단기
úÿ,s lmkh

에어 콤프레서
jdhq iïmSvlh

전기 용접기
úÿ,s je,aäka hka;%h

가스 용접기
.Eia je,aäka hka;%h

용접봉
je,aäka hka;%h

밴딩기
ne÷ï hka;%h

호이스트
Tijkh

컨트롤 판넬
md,l mek,h

핸드카
w;a lr;a;h

전선 릴
jh¾ frda,

• 전기 절단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에 주의하세요.  
úÿ,s lmkh Ndú;d lsßfï oS mßiaiï jkak'

• 핸드카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편리해요.  
w;a lr;a;h nr foaj,a tiúug Ndú;d lsßfï oS myiq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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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고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conversations using ‘-고 있다.’

1) 가: 전기 용접기로 작업하고 있어요? 

 나: 네. . 

2) 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 

연습 2

붙이다 to stick        운반하다 to deliver

New Vocabulary

전기 용접기

밴딩기

전기 절단기

호이스트

에어 콤프레서

전기 용접기, 붙이다

핸드카, 물건을 운반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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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용접기 ㉡ 밴딩기 ㉢ 전기 절단기 ㉣ 호이스트 ㉤ 에어 콤프레서

① ⑤② ③ ④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cdhdrEmh n,d .e<fmk jpkh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2  jpk ud,dj 2 제조업 기계 ksIamdok l¾udka;fha WmlrK

ksIamdok l¾udka;fha oS Ndú;d lrk l=uk foaj,a ;sfí o lshd úuid n,uq 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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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 iu. iïnkaO lr tu l%shdmofhka oelafjk p,kh os.gu flfrñka mj;skjd 

fyda È.gu lrñka isákjd hkak oelaùfïoS Ndú;d fõ' fuúg l%shdmoh wjidkfha 

y,alsÍula ;snqKo" ke;sjqjo ‘-고 있다’ fhdod .efka'

· 가: 포장은 다 끝났어요? md¾i,a lsÍu Tlafldu bjr jqkdo@

 나: 아니요, 밴딩기로 포장하고 있어요. keye' nhskavska lrk ueIsfuka md¾i,a lrñka bkakjd'

· 리한 씨는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어요. ßydka uy;a;hd fiajd ia:dkfha fj,avska lruska bkakjd'

· 저는 전기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 uu úÿ,ss v%s,a tflka ì;a;sfha ys,la yoñka bka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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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 n,d ‘-고 있다’  Ndú;d foni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고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전기 용접기, 붙이다

핸드카, 물건을 운반하다

1) 

2)

가: 전기 용접기로 작업하고 있어요? úÿ,s je,aäka tflka jev lrñka bkakjd o@

나: 네,                                          .

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fudk jf.a fohla o lrñka bkafka@

나:                                          .

정답   1) 전기 용접기로 붙이고 있어요  2) 핸드카로 물건을 운반하고 있어요

정답   1) 붙이고 있어요  2) 운반하고 있어요

문법 2  ixjdoh 2 -고 있다 G41-2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먼저 드세요. uq,ska u lkak'

가: 바루 씨 간식 먹고 하세요. mrE uy;d" iakela tlla ld,d lrkak'

나: 이것만 하고요. 먼저 드세요. fïl ú;rhs lrkafka' Thd .syska uq,ska lkak'

‘-고 있다’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m%Yakhg .e<fmk ms<s;=r ,shd 

foni iïmq¾K lrkak'

1. 엽서에 우표를                               . ;eme,a m;g uqoaorhla w,jñka bkakjd' 

2. 트럭으로 물건을                               . g%la tflka nvq w|sñka bkakjd'

;j álla bf.k f.k n,uq o@ my; jpk	‘-고 있다’ Ndú;d lr 

WodyrKfhka fmkajd oS we;s whqrska jdlHh ks¾udKh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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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무엇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기>처럼 설명해 보세요.
What kind of work is being done?  With what kind of a machine or a hand tool?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보기

포장하다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밴딩기로 포장하고 있어요. 

전기 용접기

밴딩기

전기 드릴 

핸드카

플라이어

1)   2)

3)   4)

용접하다

구멍을 뚫다

운반하다

철사를 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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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기>처럼 설명해 보세요.

보기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l=uk jevla lrñka bkakjd o@

나:  밴딩기로 포장하고 있어요.   

 ne÷ï hka;%fhka weiqreï lrñka bkakjd'

밴딩기

ne÷ï$t;=ï 

hka;%h
포장하다 weiqreï lrkjd

전기용접기

전기 드릴

핸드카

플라이어

용접하다

구멍을 뚫다

운반하다

철사를 펴다

1) 2)

3) 4)

정답   1)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전기 용접기로 용접하고 있어요.

 2)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핸드카로 운반하고 있어요.

 3)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전기 드릴로 구멍을 뚫고 있어요.

 4)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 플라이어로 철사를 펴고 있어요.

활동  l%shdldrlï 

l=ula Ndú;d lrñka o jev lrkafkaa @ WodyrKfhka fmkajd oS we;s whqrska meyeos,s lrkak'



148  41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41 bial=remamq kshkska lr,d n,kak  149

작업에 필요한 도구
jev lsßfï oS Ndú;d lrk WmlrKh

절곡기
lemqï hka;%h

파이프 렌치
k< m%l=xph

사포

je,s lvodis

송곳

kshk

결속핸들
lïì weUqreï hka;%h

그라인더(연삭기)
weUreï hka;%h

줄

lSr

바이스

ovq wvqj

쇠지레
w,jx.=j

대패
h;= legh

정

lemqï lgqj 

롱노즈 플라이어

os.= w;a wvqj ^lg¾ w~qj&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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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u l;djg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5.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msßñ mqoa.,hd ldka;djg l=ulaa Ndú;d lrkak lsh,d o lsõfõ@

 ① 펜치  ② 스패너  ③ 드라이버  ④ 플라이어

12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여기 있어요.  ② 네, 제가 가져다줄게요.

③ 드라이버로 하는 게 좋아요.   ④ 드라이버 말고 이걸로 해 보세요.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5.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① 펜치  ② 스패너 ③ 드라이버 ④ 플라이어

Track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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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fïl fudlla o@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oeka fudlo lrñka bkafka@

 ①   ②   ③   ④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① 네, 여기 있어요.  ② 네, 제가 가져다줄게요.

 ③ 드라이버로 하는 게 좋아요.  ④ 드라이버 말고 이걸로 해 보세요.

12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여기 있어요.  ② 네, 제가 가져다줄게요.

③ 드라이버로 하는 게 좋아요.   ④ 드라이버 말고 이걸로 해 보세요.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5.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① 펜치  ② 스패너 ③ 드라이버 ④ 플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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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129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yd 2 olajd we;af;a mska;=rh n,d .e,fmk ms<s;=r f;dark m%Yak fõ' 

Y%jKhg m%:ufhka m%Yak j, wka;¾.;h úuid n,uq'

wxl 3 m%Yakh .e<fmk ms<s;=r f;dark m%Yakhls' wxl 4 yd 5 tlu l;djg 

ijkaoS .e<fmk ms<s;=r f;dark m%Yak fõ' Y%jKhg m%:ufhka m%Yak yd 

wka;¾.;h tla jrla lshjd n,kak'

4. 여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ldka;dj oeka fudk jf.a jevla o lrkafka@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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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밴딩기입니다. ne÷ï$t;=ï hka;%h fõ' 

 ② 여: 절단기입니다. lemqï hka;%h fõ'

 ③ 여: 용접기입니다. je,aäka ueIsu fõ'

 ④ 여: 호이스트입니다. Tijkh'

2. ① 남: 자르고 있습니다. lmñka bkakjd'

 ② 남: 용접하고 있습니다. je,aäka lrñka bkakjd'

 ③ 남: 못을 박고 있습니다. weKh .,jñka bkakjd'

 ④ 남: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ys,la idoñka bkakjd'

3. 여: 이 드라이버를 리한 씨에게 좀 갖다 주세요. fï v%hsj tl rsydka uy;audg álla fokak'

4-5.  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oeka fudlo lrkafka@

 여: 펜치로 철사를 구부리고 있어요. veys wËqfjka jh¾ tl kukjd

 남: 펜치로 하면 힘드니까 플라이어로 해 보세요. 이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veys wËqfjka lrkjd kï wmyiq ksid ma,hsh¾ tflka lr,d n,kak' taflka lrk fldg 

n,hla wvqfjk w;r ld¾hh;a myiqfjka wjika lrkak mq¿jka'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③  5. ④

1. 남: 리리 씨, 못을 좀 박아야 하는데 망치 못 봤어요? 

  ,s,s uy;añh weKhla .ykak ´fka ñáh oelafla keoao@

 여: 어디 좀 봐요. 그거 나사못이네요. 나사못이면 드라이버로 하는 게 좋아요. 

   flda bkak n,kak' ´l bial=remamq weKhlafka' bial=remamq weKhla kï" bial=remamq kshfkka 

lrk tl jvd fyd|hs'

 남: 그래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어디에 있어요? tfyu o@ kuq;a bial=remamq kshk fldfyo ;sfhkafka@

 여: 창고에 가 보세요. 아까 리한 씨가 쓰고 공구함에 넣어 두었을 거예요. 

   .nvdjg .syska n,kak' ßydka uy;d állg l,ska Ndõ;d lr,d fuj,ï fmÜáhg odkak we;s'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②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 fyd¢ka ijka§ m%Yakj,g .e<fmk ms<s;=r f;darkak'

 남자가 창고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msßñ mqoa.,hd .nvdjg hk fya;=j l=ulao@ 

 ① 나사못이 필요해서 ② 드라이버가 필요해서

 ③ 망치를 가지고 오려고 ④ 공구함을 갖다 놓으려고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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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과_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12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톱 ② 볼트 

 ③ 드릴 ④ 나사못 

2.  ①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② 물건을 자르고 있습니다.  

 ③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④ 물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기계를 점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우선 스패너로 나사를  뚜껑을 열어야 해요.

① 풀고          ② 뚫고          ③ 자르고          ④ 조이고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 책상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톱 ② 니퍼 ③ 망치 ④ 전기 드릴

5. 남자가 오늘 한 작업은 무엇입니까?

① 조립을 했습니다.   ② 나무를 잘랐습니다.  

③ 구멍을 뚫었습니다.   ④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작업 

도구가 많습니다. 먼저 나무를 자르려면 톱이 필요하고 조립할 때는 못과 망치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는데 전기 드릴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작업을 다 끝낸 후에는 작업 도구를 제자리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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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과_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12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톱 ② 볼트 

 ③ 드릴 ④ 나사못 

2.  ①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② 물건을 자르고 있습니다.  

 ③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④ 물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기계를 점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우선 스패너로 나사를  뚜껑을 열어야 해요.

① 풀고          ② 뚫고          ③ 자르고          ④ 조이고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 책상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톱 ② 니퍼 ③ 망치 ④ 전기 드릴

5. 남자가 오늘 한 작업은 무엇입니까?

① 조립을 했습니다.   ② 나무를 잘랐습니다.  

③ 구멍을 뚫었습니다.   ④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작업 

도구가 많습니다. 먼저 나무를 자르려면 톱이 필요하고 조립할 때는 못과 망치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는데 전기 드릴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작업을 다 끝낸 후에는 작업 도구를 제자리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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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 n,d .e<fmk jpkh fyda jdlHh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톱  ② 볼트

③ 드릴  ④ 나사못

2. ①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② 물건을 자르고 있습니다.

③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④ 물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my; fcaoh lshjd m%Yakj,g ms<s;=re imhkak'

저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작업 도구가 많

습니다. 먼저 나무를 자르려면 톱이 필요하고 조립할 때는 못과 망치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는데 전기 드릴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작업을 다 끝낸 후에는 작업 도구를 제자리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uu .Dy NdKav l¾udka; Yd,djl fiajh lrñka bkakjd' fï ojiaj, fïi yok ld¾h lrk w;r 

wjYH foaj,a f.dvhs' uq,skau ,S lmkak lsh;la wjYH jk w;r iú lsßfï oS weK yd ñáh;a 

wjYH hs' wo yS,a lsßfï ld¾hh l< w;r ã%,a tlla Ndú;d lrkjd kï myiqhs' jev lrk fldg 

wk;=re fkdjk f,i mßiaiï fjkak wjYHhs jf.a u ld¾hh ksu lsßfuka miqj WmlrK;a ksis 

ia:dkfha ms<sfj,g ;eîu jeo.;a'

4.  책상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fïihla iEosfïoS wjYH fkdjk NdKavh l=ulao@

     ① 톱  ② 니퍼  ③ 망치  ④ 전기 드릴

5.  남자가 오늘 한 작업은 무엇입니까? msßñ mqoa.,hd wo l< foa fudlla o@

     ① 조립을 했습니다.  ② 나무를 잘랐습니다. ③ 구멍을 뚫었습니다.  ④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가:  기계를 점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hka;%h mßlaId lrkaak ´fka fldfydu o lrkafka@

나:  우선 스패너로 나사를                  뚜껑을 열어야 해요.   
 uq,skau iamek¾ tflka wvqfjka ^nqre,a lr& mshk wßkak'

     ① 풀고  ② 뚫고  ③ 자르고  ④ 조이고

정답  1. ②  2. ②  3. ①  4. ②  5. ③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2 olajd mska;=rh n,d .e,fmk m%ldY f;dark m%Yak fõ' uq,ska 

bf.k .;a jpk u;la lrñka ms<s;=re imhkak'

wxl 3 fonig .e,fmk jpk f;dark m%Yak fõ' wxl 4 yd 5 f–oh lshjd 

m%Yakj,g ms<s;=re imhk m%Yak 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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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③   3. ③   4. ①  

[1~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돈을 내지 

않고                (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úfoaY Y%u n,ld wdOdrl uèhia:dkfha§ mß.Kl bf.k .; yelshs' Tng úfoaYsl 

,shdmÈxÑ ldâm;la ;sfí kï" f.ùulska f;drj ,nd .; yelsh fkdñf,a'

 ① 무료 ② 할인 ③ 현금 ④ 수수료

2.

 

오늘 아침에는 도로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

니다.

wo WoEik ud¾. ;onoh ke;s ksid fjkog jvd l,ska uu wdh;khg meñKshd'

 ① 안전하지 ② 시끄럽지 ③ 복잡하지 ④ 깨끗하지

3.

 

자동차 엔진을                 우선 스패너로 엔진 뚜껑의 나사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fudag¾ r: tkaðu mÍlaId lsÍu i|yd m<uqj iamekrhlska tkaðka wdjrKfha weK bj;a 

l< hq;=h’ tfukau tkaðfï .eg¿jla ;sfíoehs mÍlaId lr ne,sh hq;=h’'

 ① 점검하려고 ② 취소하려고 ③ 점검하려면 ④ 취소하려면

4.

 

작업장에 새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너무 많아서 설명서를                

사용법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jev ìfuys kj hka;%hla iú l<d' kuq;a  úúO Ndú; l%u ;sfhk ksid úia;r m;%h 

lshjQj;a Ndú;d lrk ish¨u wdldrhka f;areï .; fkdyels'

 ① 읽어도 ② 읽어야 ③ 읽어서 ④ 읽다가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jH[ack folla ms<sfj,ska fhfok úg úúO Yío fjkialï isÿfõ'  

‘kdislH Yío¬ mqk¾j¾;S ㄹ’ wjia:dfõ§ mqk¾j¾;S ‘ㄹ’ hkak kdislH ‘ㄴ [n]Z f,i 

WÉpdrKh lrhs'

(1) 정리, 종로 (2) 심리, 탐라

(3) 책을 정리하세요. (4) 심리학을 전공해요.

발음 WÉpdrKh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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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fuu hka;%h jevlrkafka fldfyduo lsh, okakjd o@

민수  바루 씨, 오늘은 이 기계로 목재 자르는 일을 해야 해요.
 mre uy;d" wo fuu hka;%fhka ,S lmkak ´fka' 

바 루  그래요? 민수 씨는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전 이걸 써 본 적이 없어서요.
  tfyuo@ ñkaiq uy;d fuu hka;%h jevlrkafka  

fldfyduo lshd okakjd o@ uu kï fïl Ndú;d lr,d 

keye'

민 수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

기 시작해요. 이렇게 ⋯⋯. 자, 한번 해 보세요.
  fufyu l,yu yß' uq,skau w;ska w,a,k fldgfia ;sfnk 

wdrlaIl fnd;a;u Tnkak' miqj fï úÿ,s iemhqï iaúph 

tijqfjd;a hka;%h jevlrkjd' fufyu  tl mdrla lr,d 

n,kak'   

바 루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 아, 되네요.
   w,a,k fldgfia ;sfnk wdrlaIl fnd;a;u Tnd úÿ,s 

iemhqï iaúph tijqfjd;a' wd yß'

민 수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
  hka;%h jevlrkak mgka.;a;g miafia w;ska w,a,k 

fldgi by,g my,g lrñka ,S lmkak'

이걸 fïl 

이것을 = 이걸

idudkHfhka l;dlrkúg  

‘이걸’ hk jpkh Ndú;d 

lrkjd

· 이걸 사고 싶은데 얼마예

요?
  fïl ñ,§ .kak wjYHhs' 

.dk lsh o@

· 이걸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fïl fjk;a tllg 

udrelr.kak ´fka'

-기 시작하다 lrkak mgka 
.kakjd

‘시작하다’ g fmr l%shd 
mohla meñfKk úg 
l%shd mofha iajrEmh ‘-기’ 
iajrEmhg udre lr miqj 
‘시작하다’ ,súh hq;=h'  

· 어제부터 한국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Bfha isg fldßhka 
iud.ul jevlrkak 
mgka.;a;d'  

·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Wfoa isg jyskak 
mgka.;a;d' 

1. 바루 씨는 오늘 무슨 일을 할 거예요? mre uy;d wo l=uk jevla lrkjd o@

2.  이 기계를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fuu hka;%h Ndú;d lrkúg uq,skau l=ula l< hq;= o@

정답   1. 목재 자르는 일을 할 거예요. 2. 안전 스위치를 눌러야 해요.

대화 1  ixjdoh 1
Track 130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hka;%h jevlrk wdldrh mejiSu" jev 

jd¾;d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는지 알다/모르다, –(으)ㄹ 것 같다

□ jpk Ndú;h ioyd Wmfoia  hka;%h jevlrk wdldrh" weisÍfï jev

□ ixialD;sl f;dr;=re	 	wdrlaId iys; WmlrK yd hka;% Ndú;d 

lrk wldrh

mre uy;d yd ñkaiq uy;d l;dlrñka isá' uq,skau fonig fojrla ijka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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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하다
mgjkjd

작동하다
l%shd;aul lrkjd

사용하다/쓰다
Ndú;d lrkjd

누르다
Tnkjd

올리다
Tijkjd

내리다
my; oukjd

돌리다
lrljkjd

끼우다
iú lrkjd

꽂다
we;=,a lrkjd

빼다
.,jkjd

걸다
t,a,kjd

•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iaúÉ tl by,g tijQ úg hka;%h l%shd lrkjd'

• 불을 켜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hsÜ ksjkak kï fnd;a;u Tnkak'

12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는지 알다/모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는지 알다/모르다.’   

1) 가: 이 기계 어떻게 ? [작동하다]

 나: 네,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2) 가: 이걸 어디에 꽂는지 알아요? 

 나: 아니요, . [꽂다]

3) 가: 이 전구요. 어떻게 ? [끼우다]

 나: 잠깐만요. 제가 해 볼게요. 

①     ㉠

②     ㉡

③     ㉢

④     ㉣

⑤     ㉤

걸다

빼다

꽂다

끼우다

적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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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다 ㉡ 빼다 ㉢ 꽂다 ㉣ 끼우다 ㉤ 적재하다

① ⑤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 foi n,d .e<fmk jpk hd lrkak' 

정답   ①-㉡  ②-㉣  ③-㉤  ④-㉠  ⑤-㉢

어휘 1  jpk ud,dj 1 기계 작동 hka;% l%shdldÍ;ajh

hka;% l%shd lsÍu yd iïnkaO fhÿï fudkjd ;sfíoehs úuid n,uq o@

by; i|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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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ixjdoh 1 -는지 알다/모르다 G42-1

l%shd mo iu. iïnkaO ù l,ska jdlHfhys ±lafjk f;dr;=re ms<sn| okakjdo@ keoao@ 

hkak weiSfïoS fyda mejiSfïoS  Ndú;d fõ' l%shdm%lD;sfhys w. y,a lsÍula ;snqKo tfia 

fkdjqjo ‘-는지 알다/모르다’ fhosh yelsh'

· 가: 이 기계를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fï hka;%h l%shd úrys; lrkafka fldfyduo lsh,d okakjo@

  나: 네,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돼요. Tõ' yekaâ,a tl ol=Kq me;a;g lerflõjkï yß'

· 가: 이걸 어떻게 꽂는지 모르겠어요. fïl fldfyduo l%shd;aul lrkafk lsh,d f;afrkafka keye' 
  나: 이쪽을 잡고 꽂으면 돼요. fï me;a;g w,a,f.k l%shd;aul l<dkï yß'

1. 가: 시내에 어떻게                          알아요? k.rhg hkafka fldfyduo lsh,d okakjd o@

    나: 네, 205번 버스를 타세요. Tõ" 205 nia tlg k.skak'

2. 가: 우체국이 어디에                       알아요? 

 ;eme,a lkaf;darej fldfyo ;sfhkafka lsh,d okakjd o@

    나: 은행 옆에 있어요. nexl=j <Õ ;sfnkjd'

정답   1. 가는지  2. 있는지

2.    ‘-는지 알다/모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는지 알다/모르다’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1) 가:   이 기계 어떻게                                                          ? [작동하다]  

fuu hka;%h l%shd lrkafka fldfyduo lsh, okakjd o@

  나: 네,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Tõ" iaúÉ tl Tijkak'

 2) 가: 이걸 어디에 꽂는지 알아요? fïl fldydgo we;=,a lrkafka lsh, okakjd o@

  나:   아니요,                                                          . [꽂다]  

keye' fldydgo we;=,a lrkafka lsh, okafka keye'

 3) 가:   이 전구요. 어떻게                                                          ? [끼우다]  

fuu úÿ,s nqnq, iú lrkafka fldfyduo lsh, okakjd o@ 

  나: 잠깐만요. 제가 해 볼게요. fmdâvla bkak uu lr,d n,kakï'

정답   1) 작동하는지 알아요  2) 어디에 꽂는지 몰라요  3) 끼우는지 알아요

‘-는지 알다/모르다’ wjfndaO jqkd o@ tfykï § we;s jpk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j álla bf.kf.k n,uq o@ ‘-는지 알다/모르다’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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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  오늘 작업은 얼마나 진행됐어요?
 wo fldmuK jev l,d o@

인디카  오전에는 골판지 자르는 작업을 끝냈고

요, 오후부터 접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시까지는 주문 받은  

상자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oh jrefõ ldâfndaâ lmk jevh l,d' yji 

b|,d kjd w,jk jevh lrkñka bkakjd' 6 jkúg 

weKjqïl, fmÜá iïmq¾K lrkak mq¿jka'

반   장  골판지는 충분해요? 어제 작업 끝난 후

에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던데요.
  ld¾â fnda¾â m%udKj;ao@ Bfha jev bjrfj,d 

ne¨úg t;rï b;=refj,d ;snqfka keye' 

인디카  네, 지난주에 주문한 골판지가 오늘 오후

에 도착할 거니까 문제없을 것 같아요. 
 Tõ~ .sh i;sfha weKjqï l< ld¾â fnda¾â wo yjig 

tk ksid m%Yakhla we;s we;s jk tll kE jf.a'

얼마 남지 않다 
;j álhs ;sfhkafka

·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끝날 거예요.

  jev ;j álhs ;sfnkafka 

blaukg bjrfõú'

·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fldßhdfjka hkak ;j  

ál ojihs ;sfhkafka'

문제없다 m%Yakhla keye  

· 상품의 질이 좋아서 판매하
는 데는 문제없을 거예요.

  NdKav j, ;;ajh fyd| 
ksid úl=Kk tl m%Yakhla 
fkdfõ' 

· 다음 주 출장 준비는 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nk i;sfha jev i|yd msg 
m<d;lg hdu m%Yakhlska 
f;drj isÿfjñka ;sfnkjd 
fkao@

1. 인디카 씨는 오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bkaÈl uy;d wo Wfoa fudkjo lf<a@

2.     인디카 씨는 골판지를 언제 주문했어요? 

 bkaÈl uy;d ld¾â fnda¾â ljoo weKjqï lf<a@  

정답   1. 골판지 자르는 일을 했어요.  2. 지난주에 주문했어요.

대화 2  ixjdoh 2
Track 131

bkaÈl uy;d yd idudkHdêldß;=ud l;d lrñka isá' l=uk l;djla lrkjo 

lshd uq,skau foni fojrla ijka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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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재다
ukskjd

붙이다
w,jkjd

제작하다
w¨;ska yokjd

접다
kjkjd

완성하다
iïmq¾K lrkjd

오리다
lmkjd

조절하다
ilia lrkjd

자르다
lmkjd

달다
jykjd

옮기다
/f.k hkjd

• 상자를 자른 후에 접으세요.
 fmÜá lmd kjkak'

• 상자에 손잡이를 달면 완성됩니다.

  fmÜáfha w;ska w,a,k fldgi iú l<d kï 

iïmq¾K fjkjd'

• 상자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fmÜá /f.khdu lrñka isákjd'

   42과_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131

연습 2

2. ‘-(으)ㄹ 것 같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conversations using ‘-(으)ㄹ 것 같다.’

1) 가: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요? 

 나: . [2시까지 할 수 있다] 

2) 가: 상자 300개를 내일 아침까지 제작할 수 있을까요?

 나: . [그것은 힘들다] 

3) 가: ? [자르는 작업을 다 끝낼 수 있다]  

 나: 그럼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 가: 바루 씨, 내일 같이 소풍을 가는 게 어때요?    

      . [날씨가 아주 맑다] 

 나: 그래요? 좋아요. 맛있는 것 준비해서 다녀옵시다. 

→ → →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2) 3) 4) 5)

보기 붙이다                 자르다                 접다                 오리다                 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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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붙이다    자르다    접다    오리다    재다

1) 2) 3) 4) 5)

정답   1) 재다  2) 자르다  3) 오리다 4) 접다  5) 붙이다

어휘 2  jpk ud,dj 2 포장 작업 weisÍfï jev

weiqreï yd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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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 iy úfYaIK mo iu`. iïnkaO ù wkd.;fha isÿùug kshñ; hïlsis isÿùula 

ms<sn`o wkqudkhla lsrSfïoS Ndú;d fõ'

· 가: 언제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lShg jefâ bjr fjhso@

  나: 6시쯤 끝날 것 같아요. yhg ú;r bjr fjhs jf.a'

· 가: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jeiaila ths jf.a'

  나: 그래요? 우산은 가지고 왔어요? tfyuo@ l=fâ wrf.k wdjo@

2.  ‘-(으)ㄹ 것 같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으)ㄹ 것 같다’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1) 가: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요? ljo jkúg wjika lrkak mq¨jka o@ 

  나:                                           . [2시까지 할 수 있다 fol fjkfldg wjika lrkak mq¿jka]

 2) 가:   상자 300개를 내일 아침까지 제작할 수 있을까요?  

fmÜá 300 fyg Woeik jkúg iqodkï lrkak mq¨jka o@ 

  나:                                           . [그것은 힘들다 talkï wmyiqhs]

 3) 가:                                                                           ?  

[자르는 작업을 다 끝낼 수 있다 lmk jevh lr,d bjr lrkak mq¿jka]

  나: 그럼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Tõ' uu Wojq lrk ksid lror fjkak tmd¡  

 4) 가: 바루 씨, 내일 같이 소풍을 가는 게 어때요? mre uy;d fyg úfkdao pdßldjla huq o@

  나:                                                                     . [날씨가 아주 맑다 ld,.=Kh f.dvla fyd|hs]

정답   1) 2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것은 힘들 것 같아요

 3) 자르는 작업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 날씨가 아주 맑을 것 같아요

문법 2  ixjdoh 2 -(으)ㄹ 것 같다 G42-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ㄹ 것 같다’ iy ‘-는/(으)ㄴ 것 같다’

‘-(으)ㄹ 것 같다’ wkd.;fha fohla iïnkaOfhka wkqudk lrkúg fhfok w;r ‘-는/(으)ㄴ 것 

같다’ j¾;udkfha fohla iïnOfhka wkqudk lrkúg foa'

·  오후에는 비가 올 것 같아요. 

·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으)ㄹ 것 같다’ wjfndaO jqkd o@ tfiakï wka;¾.;h yd .e,fmk mßÈ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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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jevlrk wdldrh fkdokakd úg l=ula l, hq;= o@ WodyrKfha wdldrhg úuikak'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보기>처럼 물어보세요.

132   한국어 표준교재

보기

작동하다

꽂다

자르다

달다

걸다

상자를 접다

조절하다

가: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활동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보기>처럼 물어보세요.
What should you say if you don’t know how to operate a machine?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1) 

3) 

5) 

2) 

4) 

6)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32 6/11/2014   9:15:47 AM

꽂다

자르다

달다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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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작동하다

꽂다

자르다

달다

걸다

상자를 접다

조절하다

가: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활동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보기>처럼 물어보세요.
What should you say if you don’t know how to operate a machine?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1) 

3) 

5)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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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다

상자를 접다

조절하다

2)

4)

6)

정답   1) 이거 어떻게 꽂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2) 이거 어떻게 거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3)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4) 이거 어떻게 접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5) 이거 어떻게 다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6) 이거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가: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fïl fldfyduo jevlrkafka lshd okakjd o@

나:  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Tõ" n,kak' fï úÈyg l,yu yß'

작동하다 l%shd lrj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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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작동하다

꽂다

자르다

달다

걸다

상자를 접다

조절하다

가: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활동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보기>처럼 물어보세요.
What should you say if you don’t know how to operate a machine?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1) 

3) 

5)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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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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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구 및 기계 사용법
wdrlaIs; WmlrK yd hka;% Ndú;h 

수공구는 확실하게 잡고 작업물에 정확하게 장착 후  

사용해야 합니다. 

w;ska w,a,d jevlrk WmlrK fyd¢ka w,a,d yßhgu 

iúlsÍfuka miqj Ndú;d l, hq;=h'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는 장갑을 착용한 채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lrlefjk WmlrK Ndú;dlrk úg w;ajeiqï oudf.k 

we,a,Sfuka j,lskak'

연마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벗고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맨손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Tm ouk jev lrk úg w;a jeiqï bj;alr fõ.h wvqlr ysia 

w;ska jev l, hq;=h'

선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시간 기계를 공회전  

시켜서 부품의 물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shjk mÜg,aj, jev lsÍug fmr hka;%h r|jd ;nd we;s 

fldgia mßlaId lrkak'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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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fjkia foh f;darkak'

1. ① 접어요.  ② 작아요.  ③ 좁아요.  ④ 저예요.

2. ① 내려요.  ② 눌러요.  ③ 올려요.  ④ 붙여요.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l;djg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msßñ mqoa.,hd l,hq;= jevh l=ulao@ 

 ① 기계를 고쳐야 합니다.  ② 기계를 옮겨야 합니다.

 ③ 기계로 작업해야 합니다.  ④ 기계 사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Track 132

3. ① 아니요, 잘 쓸 수 있어요.  ② 네, 전에도 사용해 봤어요.

 ③ 네, 주임님한테 물어볼게요.  ④ 아니요, 기계가 여기 없어요.

4. ① 4시면 끝날 것 같아요.  ② 이제 골판지를 오리세요.

 ③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④ 상자는 이쪽에 쌓아 두세요.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tl yd fol weiQ fohg iudk fhÿï f;dark m%Yakh fõ' weiSug fmr 

WodyrKfha wka;¾.;h úuid n,kak'

wxl 3 yd 4 m%Yakhg ijka§ m%Yakhg .e,fmk ms<s;=r f;dark m%Yak fõ' wxl 

5 jekak fonig ijka§ m%Yakj,g .e,fmk ms<s;=r f;dark m%Yak fõ' weiSug 

fmr m%Yak yd ms<s;=re úui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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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지금 상자를 접고 있지요? oeka fmÜá kjñka bkakjd fkao@

 여: 네, 지금 작업 중이에요. Tõ" oeka jev lrk .uka'

2. 여: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l=ula l<úg l%shd lrkjd o@

 남: 여기를 누르면 돼요. fu;k tnqjkï yß' 

3. 여: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fuu hka;%h Ndú;d lrkafka fldfyduo lsh, okakjd o@

4. 여: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l=ula l<úg l%shd lrkjd o@

5. 여: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한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지 알지요? 

   fu;k ,nk i;sfha isg jevlsÍug isÿjk ia:dkhhs@ fïl ßyka uy;d Ndú;d lrk weiqreï 

WmlrKhs' fldfyduo l%shd lrjkafka lshd okakjdo'

 남: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Tõ" Bfha bf.k .;a;d' l,ska fjk;a lïy,l;a Ndú;d lr,d ne¨jd'

 여: 그럼 잘하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tfykï fyd|g lrkak mq¿jkafka' uq,skau fu;k ;sfnk wdrlaIl fnd;a;u Tnd Ndú;d 

lrkak'

 남: 네, 알겠습니다. Tõ" f;areKd'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①  5. ③

1. 남: 공장장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lïy,a l<ukdlre;=uks" tkak we;=<g' Tnj n,dfmdr;a;=fjka isáfha' 

 여: 미안해요. 거래처에서 일이 늦게 끝나서 늦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용접기는 문제없어요? 
   iudjkak' fiajdodhlhdf.a jev mrlal= ù wjika jQ ksid m%udo jQjd' kj fj,aäka hka;%fha .eg¿jla 

;sfhkjdo@

 남: 네, 전에 쓰던 것보다 간편하고 아주 좋아요. Tõ" l,ska Ndú;d lrmq tlg jvd ir,hs iy yßu myiqhs'

 여: 잘됐네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사용할 때 조심하세요. 

  fyd|hsfka' ta jqK;a wk;=reodhl jk fyhska Ndú;d lrk úg m%fõYï jkak'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공장장이 늦게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lïy,a l<ukdlre m%udo fj,d meñKs fya;=j l=ulao@

 ① 용접기를 사지 못해서 ② 거래처에서 손님이 와서

 ③ 용접기에 문제가 생겨서 ④ 거래처 일이 늦게 끝나서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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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과_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13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목재입니다. ② 상자입니다. 

 ③ 철근입니다. ④ 전구입니다. 

2.  ① 전선을 걸고 있습니다. ②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③ 스위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④ 손잡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기계를 다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합니다.

① 넣어야 ② 내려야 ③ 꽂아야 ④ 작동해야

4. 칼로 종이를  때는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① 잴 ② 붙일 ③ 자를 ④ 접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민수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① 냄비를 팝니다.  ② 물건을 옮깁니다.

③ 냄비를 만듭니다.  ④ 기계를 작동합니다.

민수 씨는 냄비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냄비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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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 ① 목재입니다.  ② 상자입니다.

③ 철근입니다.  ④ 전구입니다.

2. ① 전선을 걸고 있습니다.  ②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③ 스위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④ 손잡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기계를 다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합니다.

hka;%h iïmQ¾Kfhkau Ndú;d l<dg miqj wksjd¾fhkau úÿ,sh imhk iaúph my,g	oeñh 

hq;=hs'

     ① 넣어야  ② 내려야  ③ 꽂아야  ④ 작동해야

4.

 
칼로 종이를                   때는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msysfhka lvodis ^lmk& úg w; ;=jd, fkdjkakg m%fõYï úh hq;=h'

     ① 잴  ② 붙일  ③ 자를  ④ 접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eg¨j,g ms<s;=re imhkak'

 

민수 씨는 냄비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

기 때문에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냄비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ñkaiq uy;d j<x yok ;ekl jev lrhs' ta jqK;a ñkaiq uy;d fuu jev wdrïN lr jeä 

ld,hla .;ù fkdue;s ksidfjka hka;%h l%shdlrkafka flfiaoehs fkdokshs' tuksid jeämqr 

NdKav /f.k hk tk jevh lrñka isáhs' ta jqK;a wksjd¾fhkau hka;%h l%shd;aul lrk 

wdldrh bf.k f.k j<x yok jev;a lrkakghs isákafka'

  민수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ñkaiq uy;d oeka l=uk jevla lrñka isáhs o@

     ① 냄비를 팝니다.   ② 물건을 옮깁니다.

     ③ 냄비를 만듭니다.   ④ 기계를 작동합니다.

정답    1. ②  2. ②  3. ②  4. ③  5. ②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wxl 2 olajd we;af;a mska;+r n,d ksjerÈ m%ldYh f;dark m%Yakhs'  

fmr bf.k.;a jpk isys lrñka m%Yakj,g ms<s;=re imhkak'

wxl 3 isg wxl 4 olajd we;af;a ysia ;ekg .e,fmk ksjerÈ m%ldYh f;dark 

.eg¿jhs' wxl 5 fþoh lshjd m%Yak j,g ms<s;=re imhk .eg¿j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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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③   3. ③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오늘 오후에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원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wo iji wdrlaIl mqyqKqjla ;sfhkjd tla flfkl=j;a u. fkdyer yefudau fiajlhska 

iyNd.S úh hq;=h'

 ① 벌써  ② 방금

 ③ 어떤  ④ 모든

2.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작업장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jev ksu lsÍfuka miq jevìu fyd¢ka wia mia l, hq;=h' jevìu ks;ru  msßisÿj msßisÿ 

;nd .ekSfuka wk;=re wju lr .; yelsh' 

 ① 지어야  ② 옮겨야

 ③ 치워야  ④ 찾아야

3.

 

저는 새로 들여온 기계를 어떻게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빨간색 버튼

을 누르면 됩니다.

uu kj hka;%h Ndú;d lrkafka flfiaoehs okakjd' ye~,h ol=Kq me;a;g yrjd r;= 

fnd;a;u Tnkak'

 ① 사용하고 싶습니다  ② 판매하고 싶습니다

 ③ 사용하는지 압니다  ④ 판매하는지 압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jH[ack folla ms<sfj,ska fhfoa kï úúO Yío fjkialï j,g 

Ndckh fjhs' zjd;h msg lsrSfïoS ndOdjlg ,la ù kef.k YíoZ ¬ mqk¾j¾;S ㄹZ 

wjia:dfõ§ jH[ack oaú;ajhu kdislH Yío f,i WÉpdrKh lrkq ,nhs' fï wjia:dfõ§ 

WÉpdrKh jk ia:dkh fjkia fkdfõ'

(1) 국립, 격려, 독립 (2) 압력, 협력, 격리

(3) 서로 협력해야 해요. (4) 내일이 독립 기념일이에요.

발음 WÉpdrKh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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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딧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해야 할 작업을 알려 드리겠
습니다. 오늘은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조립하
는 일을 할 겁니다. 저희 팀은 먼저 여기 있는 철근 
을 3층으로 옮겨 놓을 건데요. 철근을 모두 옮겨  
놓은 후에는 건우 씨가 거푸집 설치팀 반장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거푸집 설치팀에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Tn ish¨ fokdgu wo l<hq;= jev ms<sn|j oeka b|ka 

lsh,d fokjd' wo rduqj ilia lr hlv lïì ilialsÍu 

lrkjd' wfma lKavdhu uq,skau hlv lïì f;jk uy, 

olajd /f.k hkjd' hlv lïì ish,a,u /f.k .sh 

miqj f.dkajQ uy;d rduq ilialrk úIh Ndr ks,Odßhg 

jd¾;d lrkak' túg rduq ilia lrk lKavdhu jev 

mgka.ksù'  

건우  네, 알겠어요. 작업이 끝나면 바로 보고할게요.
  Tõ" f;areKd' jev wjika jqfKd;a blaukskau jd¾;d 

lrkakï'

아딧  그 후엔 바로 조립 작업을 시작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Bg miqj blaukskau tl;= lsÍfï jevh mgka.ksuq' 

tfykï jev mgka .ksuq'

바로 oekauu"blaukskau

· 지금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oekauu msg;a fjkakhs 
yokafka' 

·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iud.ug .sh úg 
blaukskau oekqï 
fokakï' 

-아/어 드리다 

‘-아/어 주다’ j, f.!rjd¾:h

·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uu Wojq lrkakï' 

· 내일까지 자세한 출장 일

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fyg ùug fmr 

úia;rd;aul jev igyk 

oekqï fokakï' 

43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hlv lïì f.k;a ;nkak

1. 아딧 씨 팀은 오늘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wdÈ;H uy;df.a lKavdhu wo uq,skau fudkjo lrkafka@ 

2. 거푸집 설치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rduq ilia lsÍfï miqj fudkjo lrkafka@

정답   1.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  2. 철근 조립 작업을 할 거예요.

대화 1  ixjdoh 1
Track 133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jev wëlaIKh" jev mßlaId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아/어 놓다, –지요

□ jpk Ndú;h ioyd Wmfoia  bÈlsÍfï jevfmd< " md¾i,a fnodyeÍu

□ ixialD;sl f;dr;=re	 bÈlsÍï jevfmdf<a ;sfnk nr hka;% 

wdÈ;H uy;d fldkajQ uy;dg wo l<hq;= jev ms<sn|j oekqï foñka isáhs' 

uq,skau fonig fojrla ijka§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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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파다
fmd<j ydrkjd

거푸집을 설치하다
rduqj ilia lrkjd

철근을 조립하다
hlv lïì w;=rkjd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fldkal%SÜ oukjd

시멘트
isfuka;s

건물을 짓다
f.dvke.s,s yokjd

비계
m,xÑh

콘크리트
fldkal%SÜ

건설
bÈlsßu

공사장
bÈlrk ia:dkh

벽돌
.fvd,a

철근
hlv lïì

• 공사장에서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해야 해요.	bÈlsÍï ìfï§ ieu úgu wdrlaIl ysiajeiau me<Èh hq;=h' 

• 건물을 지을 때에는 먼저 땅을 파야 해요. f.dvke.s,a,la bÈlsÍug fmr ieuúgu fmd<j yEßh hq;=h'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 foi n,d WodyrKfha oelafjk wkaoug jdlHh iïmQ¾K lrkak'

정답   1) 시멘트  2) 거푸집을 설치하다  3) 철근  4) 벽돌  5) 땅을 파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어휘 1  jpk ud,dj 1 건설 현장 bÈlsÍfï jevfmd< 

13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 

1) 가: 여기에 있는 벽돌을 어떻게 할까요? 

 나: .

① 저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② 저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2) 가: 아딧 씨, 콘크리트는 만들어 놓았어요? 

 나: .

① 네. 다 해 놓았어요   ② 네. 이제 할 거예요 

6)

3)

2)

5)

4)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철근       벽돌       시멘트       땅을 파다       거푸집을 설치하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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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5)

4)

보기 철근        벽돌        시멘트        땅을 파다        거푸집을 설치하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bÈlsÍï jev fmdf<a§ f,fyisfhka bf.k .; yels fhÿï yd .Dy 

ks¾udKhg iïnkaOj l=uk fhÿï ;sfíoehs fidhd n,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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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ixjdoh 1 -아/어 놓다 G43-1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foni lshjd .e<fmk ms<s;=r f;darkak'

1)

 
가: 여기에 있는 벽돌을 어떻게 할까요? fu;k ;sfnk .fvd,a j,g fudlo lrkafka@

나:                                                                    . 

     ① 저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② 저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2)

 
가: 아딧 씨, 콘크리트는 만들어 놓았어요? wdÈ;H uy;d "fldkal%SÜ idod oeuqjd o@

나:                                                                    . 

     ① 네, 다 해 놓았어요   ② 네, 이제 할 거예요

l%shd mo iu. iïnkaO ù hï lsis l%shdjla iïmQ¾K ùfuka miq tu ;;a;ajh È.gu mj;sk 

nj oelaùfïoS Ndú;d fõ' 

ㅏ, ㅗ → -아 놓다 ㅓ, ㅜ, ㅣ wd§ → -어 놓다 하다 → 해 놓다

사다 → 사 놓다

   닫다 → 닫아 놓다

쓰다 → 써 놓다

   만들다 → 만들어 놓다

준비하다 → 준비해 놓다

청소하다 → 청소해 놓다

· 가: 언제 장을 보러 가요? ljoao nvq ñ,§ .kak hkafka@

  나: 벌써 봐 놓았어요. ±kgu nvq wrka ;sínd'

· 내일까지 문을 닫아 놓을게요. fyg fjk fldg fodrla od,d ;shkakï'

· 먼저 벽돌을 옮겨 놓으세요. uq,skau .fvd,a udre lr,d ;shkakï' 

쌓다              청소하다              준비하다

1. 여기에 상자를                     놓으면 돼요.

2. 회의 자료를 미리                     놓으세요.

3. 퇴근 전까지 작업장을                     놓으세요.

정답   1) ②   2) ①

정답   1. 쌓아  2. 준비해  3. 청소해

‘-아/어 놓다’ wjfndaO jqKd o@ tfia kï	‘-아/어 놓다’  Ndú;d lr m%Yakhg .e<fmk 

fhÿu f;dard foni iïmQ¾K lrkak'

;j álla bf.kf.k n,uq o@	‘-아/어 놓다’ Ndú;d lr jdlH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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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모니카 씨, 내일 오전에 납품할 물건  

포장은 다 끝났지요?
   fudksld uy;añh fyg Wfoa weKjqïl, NdKav 

weiqreï lr wjika o@

모니카  네, 대리님. 크기별로 분류해서 따로 포장

해 놓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Tõ" lKavdhï kdhl;=ud m%udKh wkqj fjkalr 

weiqreï lr ;enqjd' tljrla mßlaIdlr n,kjd o@

대   리  좋아요. 같이 가 봅시다.  

음, 대자가 30박스, 중자가 40박스⋯⋯.  

어, 그런데 소자가 왜 30박스밖에 안 돼요? 
  fyd|hs huq' f,dl= tajd fmÜá 30 hs" iudkHh tajd 

fmÜá 40 hs" ´" kuq;a wehs fmdä fmÜá 30 lg jvd 

ke;af;a@ 

모니카  네? 30박스 아닌가요?
  fmÜá 30 fkfjhs o@

대   리  여기 주문서에 32박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물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weKjqfï fmÜá 32 la lsh,d ;sfhkjdfka' blaukg 

.syska nvq ;sfhkj o lsh,d mÍlaId lrkak'

1.   모니카 씨가 포장한 물건은 언제 납품할 거예요? 

 fudksld uy;añh weiqreïl, NdKav ljoo fnod yßkafka@

2.   소자 박스는 몇 박스를 납품해야 해요?  

 l=vd fmÜá lShla fnod yeßh hq;= o@

정답   1. 내일 오전에 납품할 거예요. 2. 32박스를 납품해야 해요.

따로 fjkuu

· 일 때문에 나는 가족과  

따로 살고 있어요.
  jev ksid uu mjqf,ka 

fjkaù Ôj;afjkjd'

· 기차에 자리가 없어서  

아내와 따로 앉았어요.

  ÿïßfha wdik fkdue;s 

ksid ìß| iuÕ fjk  

fjku b| .;a;d'

밖에 yer 

wksjd¾hfhkau wvqjla  
olajk fhÿï iu. Ndú;d 
fjhs'

· 우리 사장님은 일밖에  
모르세요.

  wfma l,uKdldr ;=ud  
jev yer fjk lsisjla 
fkdokS' 

· 우리 회사는 일요일밖에 
안 쉬어요.

  wfma wdh;kh bßog 
muKla ksjdvqhs'

대화 2  ixjdoh 2
Track 134

fudksld uy;añh lKavdhï m%Odkshd iu. l=uk l;djla lrkjdoehs fyd¢ka 

ijka oS n,kak' fojrla ijka 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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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분류하다
j¾.SlrKh lrkjd

싸다/포장하다
T;kjd $wiqrkjd

담다/넣다
;nkjd$oukjd

묶다
.eg .ikjd

나르다
/f.k hkjd

쌓다
f.dv .ikjd

싣다
mgjkjd

내리다
ndkjd

출하하다
ksl=;a lrkjd

납품하다
fnodyßkjd

   43과_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14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sion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그림을 보고 ‘-지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지요.’

1) 가: 물건은 크기별로 ?

 나: 네. 분류해 놓았어요. 

2) 가: 상품은 모두 상자에 ?

 나: 네. 포장한 후에 담아 놓았어요. 

연습 2

→ → → →

1) 2) 3) 4) 5)

3) 가: 물건 모두 차에 ?

 나: 네.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보기 분류하다               나르다               묶다               포장하다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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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2) 3) 4) 5)

분류하다   나르다   묶다   포장하다   담다

정답   1) 분류하다  2) 포장하다  3) 담다  4) 묶다  5) 나르다

어휘 2  jpk ud,dj 2 유통업 포장 NdKav m%jdykh yd weisÍu

NdKav m%jdyk iud.ul jevlr,d ;sfnkjd o@ NdKav m%jdykh yd weisÍu 

iïnkaO l=uk jpk ;sfíoehs fidhd n,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 úi§ug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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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가구 공장에서                 ? 2. 가: 이번 휴가 때 고향에                 ?

 나: 네,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 아니요, 이번에는 고향에 못 가요.

정답   1. 일하지요  2. 가지요

문법 2  ixjdoh 2 -지요 G43-2

l%shd mohla fyda úfYaIK mohla kï ‘-지요?’ ;a kdu mohla kï ‘(이)지요?’ ;a iïnkaO lr 

l:lrkakd wfkla md¾Yjfhka ±kgu;a ±kisák i;Hhla ms<sn| kej; ;yjqrefldg 

±k.ekSug úuiSfï§ fyda hïlsis isÿùula ms<sn| tl.;ajh n,dfmdfrda;;= ùfï§ fhdod.

efka'

동사 ^l%shdmoh& 형용사 ^úfYaIK moh& 명사 ^kdu moh&

-지요 -지요 자음 ^jH[ackh& → 이지요 모음 ^iajr& → 지요

알다 → 알지요

보다 → 보지요

작다 → 작지요

크다 → 크지요

학생 → 학생이지요

의사 → 의사지요

·거래처에 물건을 보냈지요? .Kqfokqlreg nvq heõjd fkao@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지요? fiajd ia:dkh msrsisÿ lrñka fkao bkafka@

·아상카 씨는 스리랑카 사람이지요? wixl uy;a;hd Y%S ,dxlslfhla fkao@

   43과_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14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sion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그림을 보고 ‘-지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지요.’

1) 가: 물건은 크기별로 ?

 나: 네. 분류해 놓았어요. 

2) 가: 상품은 모두 상자에 ?

 나: 네. 포장한 후에 담아 놓았어요. 

연습 2

→ → → →

1) 2) 3) 4) 5)

3) 가: 물건 모두 차에 ?

 나: 네.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보기 분류하다               나르다               묶다               포장하다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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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지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h foi n,d	‘-지요?’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1) 

2)

3)

가:  물건은 크기별로                                ?   
 NdKav m%udKh wkqj fjka l<d o@ $j¾. l<d o@

나: 네, 분류해 놓았어요. Tõ'	fjka lr ;enqjd'

가:  상품은 모두 상자에                            ?   
 NdKav ish,a,u nyd¨fï ;enqjd o@

나:  네, 포장한 후에 담아 놓았어요. Tõ weisßfuka miqj ;enqjd'

가:  물건 모두 차에                                  ?   
 nvq ish,a,u jdykhg megjQjd o@

나: 네,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Tõ oeka msg;a fjkak mq¿jka'

정답   1) 분류했지요  2) 담았지요  3) 실었지요 

‘-지요?’ wjfndaO jqkd o@ tfia kï ysia;ekg .e<fmk jpkh ,shd foni 

iïmq¾K lrkak'

;j álla bf.kf.k n,uq o@	‘-지요?’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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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l%shdldrlï 

보기

l=uk jevla l<d o@ WodyrKfha wdldrhg jev mßlaId lr n,kak'

142   한국어 표준교재

보기

철근을 옮기다 철근을 옮기다

가: 철근을 옮겨 놓았지요?  

나: 네, 옮겨 놓았어요. 

가: 철근을 옮겨 놓았지요?  

나: 아니요. 지금 옮기고 있어요. 

활동

어떤 작업을 했어요? <보기>처럼 작업을 확인해 보세요.
What did you do? Complete the conversations for making confi rmation. 

상품을 포장하다

거푸집을 설치하다

철근을 조립하다

상품을 분류하다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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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포장하다

거푸집을 설치하다

철근을 조립하다

상품을 분류하다

1)

3) 4)

2)

어떤 작업을 했어요? <보기>처럼 작업을 확인해 보세요.

가: 철근을 옮겨 놓았지요?   
  hlv lïì /f.k .syska 

oeïud fkao@

나: 네, 옮겨 놓았어요.   
 Tõ" /f.k .syska oeïud' 

가: 철근을 옮겨 놓았지요?   
   hlv lïì /f.k .syska 

oeïud fkao@

나: 아니요, 지금 옮기고 있어
요.     keye" oeka /fÕk 

hñka bkakjd'

hlv lïì /f.k hkjd

철근을 옮기다

hlv lïì /f.k hkjd

철근을 옮기다

정답   1) 가: 상품을 포장해 놓았지요?

  나: 아니요,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2) 가: 철근을 조립해 놓았지요?

  나: 아니요, 지금 조립하고 있어요.

 3) 가: 거푸집을 설치해 놓았지요?

  나: 네, 설치해 놓았어요.

 4) 가: 상품을 분류해 놓았지요?

  나: 네, 분류해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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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중장비
bÈlsÍï NQñfha nr WmlrK

지게차
f*d^¾&la ,s*aÜ

짐을 싣고 위아래로 움직여서  
짐을 나릅니다.

NdKav mgjdf.k by<g yd 

my<g NdKav fnodyßkjd'

크레인(기중기)
fodUlrh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아래위
나 수평으로 이동시킵니다.

nr NdKav Tijd by<g yd 

my<g yd ;sria w;g f.k 

hkjd'

화물차(트럭)
g%la r:h

화물을 실어 나릅니다.

NdKav mgjd m%jdykh lrhs'

굴착기
lekSï hka;%h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거나 파낸 
것을 처리합니다.

fmd<j yEÍu fyda yErE fmd<j 

ilialsÍu'

불도저
nq,afvdairh  

흙을 밀어 내어 땅을 다지거나  
지면을 고르고 평평하게 합니다.

mia ;,a¨lrf.k hdu fyda 

fmd<j iu;,d lsÍu'

트랙터
g%elagrh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끕니다.

nr foaj,a fyda lDIs WmlrK 

weof.k hkjd'

덤프트럭
ám¾ tl 

자갈, 모래, 석탄, 쓰레기 따위를 
나릅니다.

.,a" wÕqre" je,s" l=Kq li, 

m%jdykh lrhs'

그레이더
f.a%vrh

땅바닥을 깎아 고릅니다.

fmd<j lmd ilia lrkjd'

레미콘
fldkal%SÜ m%jdykh lrk 

hka;%h 

콘크리트가 굳지 않도록 개면서 
운반합니다.

fldkal%SÜ iú fkdjk f,i 

m%jdykh lrhs'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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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  ① 아니요, 분류했어요.  ② 네, 벌써 해 놓았어요.

 ③ 네, 아직 안 했을 거예요.  ④ 아니요, 분류해 놓았어요.

4.  ① 글쎄요. 확인해 볼게요.  ② 아니요, 벌써 끝났어요.

 ③ 그럼요. 땅을 파고 있어요.  ④ 네, 이제 시작할 거예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fuu l;djg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bÈßhg fkdl< hq;= jevh l=ulao@ 

 ① 철근 조립  ② 거푸집 설치 

 ③ 콘크리트 확인  ④ 콘크리트 타설

fydÈka ijka § wka;¾.;h yd iïnkaOhla we;s mska;+rh f;darkak'
Track 135

14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아니요, 분류했어요.  ② 네, 벌써 해 놓았어요.

③ 네, 아직 안 했을 거예요. ④ 아니요, 분류해 놓았어요.   

4. ① 글쎄요. 확인해 볼게요. ② 아니요, 벌써 끝났어요. 

③ 그럼요. 땅을 파고 있어요. ④ 네, 이제 시작할 거예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철근 조립  ② 거푸집 설치 ③ 콘크리트 확인 ④ 콘크리트 타설

Track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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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yd 2" fonig wod, mska;=rh f;dark m%Yakh fõ' fonig ijka§ug fmr 

mska;=rh fyd¢ka n,kak'

wxl 3 yd 4 .e,fmk ms<s;=r f;dark m%Yak jk w;r wxl 5 msßñ mqoa.,hdf.a  

l;djg ijka§ m%Yak j,g ms<s;=re imhk m%Yakhla fõ' ijkaoSug fmr ms<s;=re 

yd m%Yak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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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Wfoa l=uk jevla l<do@

 남: 벽돌을 옮겼어요. .fvd,a wrf.k .shd' 

2. 여: 상품을 포장해 놓았어요? NdKav weiqreï lr ;enqjd o@

 남: 네, 포장해 놓았어요. Tõ"	NdKav weiqreï lr ;enqjd'

3. 남: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NdKav ish,a,u fjkalr ;enqjd o@

4. 남: 공사장에서 땅을 파는 작업이 끝났지요?
  bÈlsÍï jev ìfï fmd<j ydrd wjika o@

5. 남: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

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 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 반장님, 레미

콘은 이미 들어 왔지요?

   oeka rduqj ilik jevh wjika jq ksid hlv lïì we;sÍu yd fldkal%SÜ wekSu mgka .kakjd' 

m<uq lKavdhu hlv lïì 3 jk uy,g /f.k hkak' lx kdhl;=ud fldkal%SÜ mßlaIdlr 

n,kak' lx kdhl;=ud" fldkal%SÜ m%jdykh lrk jdykh oekgu;a weú,a, fkao@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①  5. ②

1. 남: 반장님, 이제 포장 작업만 남았습니다. l<uKdldr;=uks" oeka md¾i,a lrk jevh ú;rhs ;sfhkafka'

 여: 그러면 제품을 작은 상자에 10개씩, 큰 상자에 20개씩 넣어서 포장해 주세요.  

   NdKavhka tfyukï l=vd fmÜá ;=< len,s 10 la muK iy úYd, fmÜá ;=< len,s 20 la muK  

weiqreï lrkak'

  포장이 끝나면 상자를 창고로 옮겨서 크기별로 쌓아 놓고요.  
  weiqreïlrKh wjika kï" fmÜá .nvdjg udre lr úYd,;ajfha ms<sfj,g f.dv .id ;nkak'

 남: 네, 내일 아침에 납품해야 하니까 퇴근 전까지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Tõ" fyg Wfoa fnod yßk ksid jev ksu jk fj,djg fmr jev wjika lrkakï'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다음 중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my; fþoh lshjd l=ula ms,snoj lshfjk fþohla o hkak f;darkak@

 ① 남자는 창고로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② 남자는 상자마다 물건을 20개씩 넣어야 합니다.

 ③ 남자는 오늘 납품할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④ 남자는 상자 크기에 따라 제품수를 다르게 넣어야 합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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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eg¨jg ms<s;=re imhkak'

<작업 현황> jev ;;ajhka

상품 분류 

   43과_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14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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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키별로 분류 nvq j¾. ls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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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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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dKh wkqj j¾. lsÍu 

상품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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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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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포장 nvq md¾i,a ls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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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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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Jam 2 Sore.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m%OdkS;=uks" lSh ne.ska md¾i,a lrkak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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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my; mska;+r n,d .e<fmk jpkh fyda jdlHh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43과_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14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45 6/11/2014   9:16:08 AM

   43과_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14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반장님, 몇 개씩 포장할까요? 

 나: 제품을 열 개씩 모아서 상자에  됩니다. 

① 넣으면          ② 만들면          ③ 자르면          ④ 들어가면

4. 가: 굴착기로 땅을  놓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파         ② 싸 ③ 묶어      ④ 담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작업 현황> 

상품 분류  � 크기별로 분류                상품 포장  � 개별 포장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① 무게에 따라          ② 색깔에 따라          ③ 종류에 따라          ④ 크기에 따라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45 6/11/2014   9:16:08 AM

1. ① 벽돌  ② 철근

③ 비계  ④ 시멘트

2. ① 상품을 쌓고 있습니다.  ② 상품을 내리고 있습니다.

③ 상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④ 상품을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정답   1. ③  2. ③  3. ①  4. ①  5. ④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wxl 2 olajd we;af;a mska;+r n,d ksjerÈ m%ldYh f;dark m%Yakhs'  

fmr bf.k.;a jpk isys lrñka m%Yakj,g ms<s;=re imhkak'  

wxl 3 isg wxl 4 olajd we;af;a  ixjdofha ysia;ekg .e,fmk ksjerÈ m%ldYh 

f;dark m%Yak fõ' tjf.au wxl 5' fþoh lshjd ms<s;=re imhk m%Yakh 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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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지방에 자주 갑니다. 회사 일로                을 갈 때에는 주로 기차

를 이용합니다.

fï Èkj, wdh;k jev ksid ks;ru m<d;a j,g hkjd' wdh;k jevj,g	õhdmdßl ixpdrh 

hk úg idudkHfhka ÿïßh Ndú;d øjH'

 ① 등산  ② 여행

 ③ 수업  ④ 출장

2.

 

완성된 제품은 먼저 크기에 따라 분류하십시오. 그런 다음 같은 크기의 제품을 열 개씩  

                상자에 넣으면 됩니다.

ksñ NdKav m<uqj m%udKhg wkqj j¾. lrkak' túg tlu m%udKfha ksYamdok 10 .dfka ^.eg 

.id& tlu fmÜáhlg oud .; yelsh'

 ① 묶어서  ② 만들어서

 ③ 묶으니까  ④ 만드니까

3.

 

기계를 다룰 때는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딴생각을 하지 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hka;% yiqrejk úg" oE;a fkdßojd .ekSug m%fõiï fjkak ' fjk lsisjla fkdis;d 

wjOdkh fhduq lr jev l< hq;=h' 

 ① 집중해서  ② 방심해서 

 ③ 집중하려면  ④ 방심하려면

4.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B<Õ fþofha wka;¾.;h yd iudk ms<s;=r l=ulao@

작업장에서 일이 다 끝난 후에는 공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주변 정리와 환기를 잘  

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작업장이 깨끗하면 쾌적한 분위기에서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evmf<ys jev ish,a, wjika jQ miq" fuj,ï kshu ;ek ;nd fyd¢ka msßisÿ lr jd;dY%h 

iemhsh hq;=h' B<Õ ojfia jev lsÍug meñfKk úg" jevìu msßisÿ kï" m%ikak jd;djrKhl 

m%S;sfhka jev l< yels ksihs'

 ① 작업장 위치  ② 작업장 청소

 ③ 작업장 비용  ④ 작업장 신청

확장 연습 jeäÿr wNHdi

정답   1. ④   2. ①   3. ①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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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Ska; wdf,am lrk jevh l,d

투안  어, 리한 씨,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작업장도 아주 

엉망이고요.
   ́ " ßyka uy;d .|la tkafka keoao@ jev lrk 

ia:dkh;a fyd|gu wjq,afj,d'

리 한  어제 늦게까지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너무 늦

어서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퇴근했어요. 
  Bfha / fjk;=re ;Ska; .Ejd' f.dvla m%udo jq 

ksid wialrkafka ke;sj f.or .shd' 

투 안  일 시작하기 전에 환풍기 돌려서 환기부터 해야겠

어요. 리한 씨는 작업 도구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작업 도구는 쓰고 나서 바로바로 정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못 쓸 수도 있거든요. 
   jev mgka.kak l,ska *Eka tl l%shd;aul lrj, 

jd;dY%h ,ndfokak ´fka' ßyka uy;d jevg 

.kakd WmlrK ms<sfj,g ;nkak' jevg .kakd 

WmlrK Ndú;d l,miq blaukg ms<sfj,g 

;nkak ´fka' ke;akï miqj Ndú;d lrkak 

neßfjkak mq¿jka' 

리 한  네, 제가 얼른 치울게요.  
Tõ" uu blaukg wia lrkakï'

바로바로 tjf,u

· 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다.
  lrkak jev ;sfnkjdkï 

tjf,u lrk tl fyd|hs'

·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알려 주세요.

  m%Yakhla ;sfnkjdkï 
tjf,u lshkak'

하나도 tllaj;a 

wkshud¾:fhka Ndú;d jk w;r

전혀 fyda 조금도 jeks f;areula 

foh's

· 점심을 못 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oj,a lEu lEfõ ke;s jqk;a 

nv.sks keye'

·  한국어는 조금 할 수 있지만 

일본어는 하나도 못해요.

  fldßhka NdIdj álla 

l;dlrkak mq¿jka jqk;a 

cmka NdIdj fldfyduj;au 

l;dlrkak neye'

1. 작업장에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jev lrk ia:dkfha yuk ÿ¾.kaOh l=ulao@

2. 리한 씨는 먼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ßyka uy;d uq,skau l=ulao lrkafka@

정답   1. 페인트 냄새예요.  2. 작업 도구를 정리할 거예요. 

대화 1  ixjdoh 1
Track 136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fiajd ia:dkfha mßirh úia;r lsÍu$ 

wialrk wdldrh mejiSu  

□jHdlrK  Ndú;h ioyd Wmfoia –거든요, -아지다/어지다

□ jpk Ndú;h ioyd Wmfoia  fiajd ia:dkfha mßirh" wmojH yd wialrk 

WmlrK

□ ixialD;sl f;dr;=re jevg .kakd WmlrK ms<sfj,g ;eîu

;=wka uy;d yd ßyka uy;d l=ula ms<sn|j l;dlrkjo lshd fyd¢ka wikak'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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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다
wmsßisÿhs

엉망이다
wms<sfj,hs

깨끗하다
msßisÿhs

정리가 잘 되어 있다
ms<sfj,hs

냄새가 심하다
.|hs

소음이 심하다
Yíoh jeähs

쾌적하다
m%shukdmh

버리다
úislrkjd

치우다
bj;a lrkjd

정리하다
ms<sfh< lrkjd

환기하다
jd;dY%h ,nd.kakjd

정답   ①-㉡, ②-㉢, ③-㉠

ysia;ekg .e,fmk jpkh WodyrK j,ska f;dard jdlH iïmq¾K lrkak'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1) 쓰레기를                                     . 2) 페인트 통을                                     .

3) 작업 도구를                                 . 4) 창문을 열고                                     .

정답   1) 버려요  2) 치워요  3) 정리해요  4) 환기해요

보기

치우다

환기하다

버리다

정리하다

어휘 1  jpk ud,dj 1 작업장 환경 jev lrk ia:dkfha mßirh

jev lrk ia:dkfha mßirh úia;r lrk l=uk jpk ;sfíoehs fidhd n,uq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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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치우다                      환기하다                      버리다                      정리하다보기

3) 작업 도구를  

2) 페인트 통을  

4) 창문을 열고  

2. 그림을 보고 ‘-거든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거든요.’

1) 가: 작업장이 아주 깨끗하네요. 

 나: 그렇죠? 어제 . 

2) 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 지금 .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1) 쓰레기를 버려요. 

4

1

2
3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48 6/11/2014   9:16:10 AM

14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치우다                      환기하다                      버리다                      정리하다보기

3) 작업 도구를  

2) 페인트 통을  

4) 창문을 열고  

2. 그림을 보고 ‘-거든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거든요.’

1) 가: 작업장이 아주 깨끗하네요. 

 나: 그렇죠? 어제 . 

2) 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 지금 .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1) 쓰레기를 버려요. 

4

1

2
3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48 6/11/2014   9:16:10 AM

mska;=rh foi n,d ‘-거든요’ Ndú;dlr foni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거든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가: 작업장이 아주 깨끗하네요. jevfmd< yßu msßisÿhsfka'

나:  그렇죠? 어제                                          . 

 tal ;ud fkao@ Bfha msßis÷ l,d fka'

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wehs t<sfha fu;rï Yíoh@

나:  지금                                                      . 

 oeka bÈlsÍula lrñka isákjd fka'

l%shd mo iy úfYaIK mo iu. iïnkaO lr fyda zkdu moh ¬ 이다’ jHqyh iu. fhdod 

.ksñka bÈßmi wka;¾.;h ms<sn| fya;=j oelaùfïoS Ndú;d fõ'

동사 (l%shdmoh)  형용사 (kdu úfYaIK moh) 명사 (kdumoh)

-거든요 -거든요 자음(jH[ackh) → 이거든요 모음(iajrh) → 거든요

자다 → 자거든요

울다 → 울거든요

싸다 → 싸거든요

좋다 → 좋거든요

학생 → 학생이거든요

휴가 → 휴가거든요

· 가: 작업장이 정말 깨끗하네요. fiajd ia:dkh ieneúkau msßisÿhsfka'

  나: 오전에 청소를 했거든요. Wfoa ld,fha msßisÿ l< ksidfka'

· 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쉬어요? fyg b|,d i;shla mqrdjg úfõl .kakjo@

  나: 네, 여름휴가거든요. Tõ" .sïydk ksjdvqj ksid'

정답   1) 청소했거든요  2)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답   1) 싸거든요  2) 많거든요

1.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시장이 물건 값이                              .  
 fmdf<ka NdKav ñ,§ .;a;d' fmdf<a nvqj, ñ, wvqhs fka'

2.  오늘은 야근을 해야 돼요. 일이                              .  
 wo ? jev lrkak fjkjd'  jev f.dvla ;sfnkjdfka'

문법 1  ixjdoh 1 -거든요 G44-1

‘-거든요’ wjfndaO jqkdo@ tfiakï ysia;ekg .e,fmk jpkh ,shd foni 

iïmq¾K lrkak'

;j álla bf.kf.k n,uqo@ ‘-거든요’ Ndú;dlr WodyrKfha oelafjk 

wdldrhg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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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아주머니  매일 치워도 이렇게 분뇨가 쌓이니까  
치우기 너무 힘들지요?

  yeuodu wialr;a fï úÈyg yeuodu wmojH 

tl;=fjk ksid bj;a lrkak wmyiqhs fkao@

흐   엉  좀 힘들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루라도  
안 치우면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álla wmyiqhs' kuq;a tl ojila fyda bj;a 

lf,a ke;akï f.dvla wms<sfj, fjkjd fka'

수피카  맞아요. 그런데 사모님, 어제 보니까 분뇨 
버리는 곳에 다른 쓰레기도 많던데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tal we;a;' kuq;a fkdakd"  Bfha n,k 

fldg i;aj wmøjH ouk ia:dkfha fjk;a 

wmøjHh;a f.dvla ;snqkd' fjkuu fjkalr 

bj; oeñh hq;=hs fkao@  

주인 아주머니  안 그래도 사장님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시청에 가셨어요. 처리 방법이  
좀 까다로워져서 교육 받고 오시면 말씀 
하실 거예요.

  tfia fkdjqk;a m%Odkshd wmøjH neyerlsÍu 

iïnkaofhka bf.k .ekSug k.r Yd,djg 

.shd' bj;,k wdldrh ixlS¾K ksid 

bf.kf.k weú,a, lsh, foaú'

그래도 kuq;a

·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jev jeä ksid wmyiqhs' 

kuq;a i;=áka bkakjd'

· 아침부터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일하러 

나왔어요.
  Wfoa isg T¨j ßÿkd' 

kuq;a jevg meñKshd'
안 그래도  

tfyu fkdl,;a 

· 먼저 전화하셨네요. 안 그래
도 전화드리려고 했습니다.

  uq,skau weu;=jd fkao'  tfyu 
fkdjqk;a wu;kak lsh, 
ys;df.k isáfha'

· 가: 내일 백화점에 같이 갈 
 래요?

     fyg fj<| ixlS¾Khg 
huq o@

  나: 안 그래도 가려고 했었
  는데 잘됐네요.
    tfyu fkdl,;a hkak 

lsh, ;ud ys;df.k 
isáfha' fyd|hs'

정답   1. 시청에 가셨어요.  2. 분뇨는 매일 치워요.

처리하다 ms<sfh< lrkjd               분리하다 fjka lrkjd               까다롭다 wmyiqhs

    w¨;a jpk

1. 사장님은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m%Odkshd oeka fldfyo .sfha@

2. 분뇨는 얼마나 자주 치워요? i;aj wmøjH fldmuK ldf,lg jrla bj;a lrkjd o@

대화 2  ixjdoh 2
Track 137

yTx uy;añh yd iqmsl uy;añh f.dúfmd< whs;s kekaod iu. l;dlrñka 

isá' uq,skau foni ijka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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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wmøjH

폐유
wmsßis÷ f;,a

폐수
wmsßis÷ c,h

분뇨/배설물
i;aj wmøjH

 

환풍기
fjkaáf,aIka *Eka

손수레
w;a lr;a;h

일륜차
ú,anfrdaj

사다리
bKsu.

마대
frÈ nE.a $ f.daks ljr

바구니
l+v

비닐 끈
ma,diaála k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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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2.  ‘-아지다/어지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지다/어지다.’ 

1)

폐수 때문에 .

2)

공사를 해서 .

3)

정리 정돈을 잘 하니까 .

분뇨

사다리

폐수

환풍기

비닐 끈

①     ㉠

②     ㉡

③     ㉢

④     ㉣

⑤     ㉤

강물이 깨끗하다 강물이 더럽다→

동네가 조용하다 동네에 소음이 심하다→

작업 환경이 나쁘다 작업 환경이 쾌적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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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 ㉡ 사다리 ㉢ 폐수 ㉣ 환풍기 ㉤ 비닐 끈

① ⑤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e,fmk jpkh hd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2  jpk ud,dj 2 폐기물과 정리 도구  wmøjH yd tajd bj;alrk WmlrK

wmøjH yd tajd bj;alrk WmlrK iïNkaO l=uk jpk ;sfíoehs oek 

.ksuq@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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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fYaIK moh iu. iïnkaO fldg hï fohl fyda mqoa.,fhl=f.a iajNdjfha fyda 

iajrEmfha fjkiaùula m%ldY lsrSfïoS Ndú;d lrhs'

ㅏ, ㅗ → -아지다 ㅓ, ㅜ, ㅣ wd§ → -어지다 하다 → 해지다

작다 → 작아지다

많다 → 많아지다

크다 → 커지다

   적다 → 적어지다
조용하다 → 조용해지다

· 가: 환풍기를 고치니까 어때요? fjkaáf,agrh w¨;ajeähd l< ksid fldfyduo@

 나: 실내 공기가 훨씬 깨끗해졌어요. we;=<; jd;h f.dvla msßisÿ jqKd'

·매일 아침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졌어요. Èkm;d WoEik jHdhdu lrk ksid ksfrda.S jqKd'

úfYaIK mohlg ‘-아지다/어지다’ tl;= jqjfyd;a l%shd mohla njg m;a fõ' ta wkqj ‘-고 있

다’ jHdlrKh iu. tlg ,shQúg È.gu iajNdjfha fyda iajrEmfha fjkiaùula isÿfjñka 

mj;skjd  hkak  oelaúh yelsh'

·날씨가 점점 덥고 있어요. (X)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O) 

    ld,.=Kh tkak tkaku riafk fjñka ;sfhkjd' 

·공장이 점점 깨끗하고 있어요. (X)       공장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O) 

    l¾udka;Yd,dj tkak tkaku msßisÿ fjñka ;sfhkjd'

대조적 정보 fjk;a f;dr;=re

hul iajNdjfha fjkia j’ula yg.kakjd hkak m%ldY lsÍfï§ isxy, NdIdfjys zBfhag 

jvd wo riafkhs' jeks ikaikaokd;aul m%ldYkhka fhdod .kakd kuq;a fldrshdkq 

NdIdfjys úfYaIK m%lD;shg ‘-아지다/어지다’ iïnkaO lr m%ldY lrkq ,efí'

·날씨가 (어제보다) 추워졌어요. ld,.=Kh ^Bfhag& jvd i’;,hs'

2.  ‘-아지다/어지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아지다/어지다’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1)
 강물이 깨끗하다  → 강물이 더럽다

     폐수 때문에                                                                              .

2)
 동네가 조용하다  → 동네에 소음이 심하다

     공사를 해서                                                                              .

3)
 작업 환경이 나쁘다  → 작업 환경이 쾌적하다

     정리 정돈을 잘 하니까                                                                .

정답   1) 강물이 더러워졌어요  2) 동네에 소음이 심해졌어요  3) 작업 환경이 쾌적해졌어요

문법 2  ixjdoh 2 -아지다/어지다 G44-2

‘-아지다/어지다’ wjfndaO jqkd o@  tfiakï ‘-아지다/어지다’ fhdod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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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my; oelafjkak lshjd m%Yakj,g ms<s;=re imhkak'

15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s.

1. 물건과 장소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제품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5. 생산 품종이 변경될 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즐거운 직장, 발전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1) 정리를 잘 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2) 정리를 잘 하면 기계를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    ×

3) 정리를 잘 하면 회사에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    ×
 

정리 정돈은 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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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과	장소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NdKavj, yd ia:dkfha kdia;sh wvqlrkak mq¿jka'

2.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wjodkï wjia:d j,ska j<lskak mq¿jka'

3.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WmlrK È.= ld,hla Ndú;d lrkak mq¿jka'

4.		제품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NdKavfha ;;ajh fyd| fjkjd'

5.		생산	품종이	변경될	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ksIamdok m%fNao fjkiajkúg isÿjk mdvqj wju lr.; yelsh'

6.		즐거운	직장,	발전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i;=gq odhl /lshd ia:dkhla" ÈhqKqjk iud.ula njg m;a fjkak mq¿jka'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lshjQ wka;¾.;hg iudk kï ◯ tfia fkdfõkï × ,l=K;a fhdokak'

1) 정리를 잘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2) 정리를 잘하면 기계를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 ×

3) 정리를 잘하면 회사에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 ×

정리 정돈은 왜 해야 할까요?
ms<sfj,g ilial< hq;af;a wehs@

정답   1. 1) O    2) X    3) O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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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구 정리 정돈
jevg .kakd WmlrK ms<sfj,g ;eîu

  공구 사용 시 주변 정리 정돈   

 fuj,ï Ndú; lrk úg wjg ms<sfj,g ;nd.; hq;=h

공구를 사용할 장소는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구에 손이나 발을 

다치거나 공구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fuj,ï Ndú;dlrk ia:dkh fyd¢ka ms<sfj,g ;nd.; hq;=h' fuj,ï j, 

w;mh je§u fyda fuj,ï jeá ;=jd, ùugo yelsh' 

보관 iqrlaYs;j ;nkjd

공구함을 준비하여 종류와 크기별로 공구를 구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공구를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uj,ï fmÜáhla ilialr j¾.h yd m%udKh wkqj fjkalr iqrlaYs;j 

;eìh hq;=h' fuj,ï wdrlaIs;j yd myiqfjka Ndú;d l< yelsh' 

공구 점검 fuj,ï mßlaId lsÍu

공구는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고장이 난 것은 폐기하거나 수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fuj,ï ks;ru mßlaId l< hq;=h' leã we;s tajd bj;alr fyda kej; 

ms<silr lr Ndú;hg .; hq;=h'

사용 목적에 따른 공구 정리
Ndú;d lrk wruqKg wkqj WmlrK ms<sfj,g ;eîu

공구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

다. 알맞은 종류와 크기의 공구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준비해 두세요.

fuj,ï j¾. f.dvla ;snqk;a thg kshñ; jevhg wu;rj fjk;a jev j,g 

fhdod .ekSu wk;=reodhlhs' .e,fmk j¾.h yd m%udKfha fuj,ï Ndú;hg 

.ekSug myiq ia:dkhl iqodkï lr ;nkak'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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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폐유   ② 폐수 

③ 폐기  ④ 폐물 

2. ① 작업장이 깨끗해요.  ② 작업장을 치웠어요.

③ 작업장이 더러워요.   ④ 작업장을 정리해요. 

[3~4]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말한 정리 정돈의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②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③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④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Track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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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fydÈka ijka § woyi yd iïnkaOhla we;s mska;+rh f;darkak'

3. ① ② ③ ③

4. ① ② ③ ③

l;djg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말한 정리 정돈의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msßñ mqoa.,hd mejiq fuj,ï ms<sfj,g ;eîfï m%fhdackhla fkdjkafka l=ulao'

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②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③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④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fjkia foh f;darkak'

1.  ① 폐유  ② 폐수

 ③ 폐기  ④ 폐물

2.  ① 작업장이 깨끗해요.  ② 작업장을 치웠어요.

 ③ 작업장이 더러워요.  ④ 작업장을 정리해요.

Track 138

wxl 1 yd 2 fonig ijka § foni yd iïnkaO ms<s;=r f;dark m%Yak fõ' fonig 

ijka§ug fmr WodyrK foi n,kak'

wxl 3 yd 4 fonig ijka § foni yd .e,fmk mska;=rh f;dark m%Yak fõ'  

wxl 5 msßñ mqoa.,hdf.a fonig ijka§ m%Yakj,g .e,fmk ms<s;=re f;dark 

m%Yakh fõs'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86  44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44 ;Ska; wdf,am lrk jevh l,d  187

1. 여: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wmøjH fu;k oukjd o@

 남: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Tõ" fu;k wmøjH bj; ouk ia:dkhhs' 

2. 여: 작업장이 더러워요. jevlrk ;ek wmsßisÿhs' 

 남: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tal ;ud@ f.dvla wms<sfj,hs' 

3. 남: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bksu.la ;sfnkjd kï Wvg hkak mq¿jka'

 여: 사다리요? 저기에 있네요. bksu.lao@ fu;k ;sfhkjd' 

4. 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oeka fudkjo lrkafka@

 여:  냄새가 나서 환기하고 있어요. .| ksid jd;dY%h ,ndfokjd'

5.  남:   오늘 교육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장 정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잘하

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물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잘 관리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기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wo bf.k .kakd fj,dfõ§ miq.sh mdvug wod,j jevlrk ;ek ms<sfj,g ;nd.; hq;af;a 

wehs lshd úia;r lrkjd' uq,skau ms<sfj,g ;sfnkjd kï wk;=rej,ska je<lS isàug yels w;rs 

NdKav wmf;a hdu j<lajd,Sug yelsh' ;jo NdKav fyd¢ka yiqrjk ksid m%ñ;sh;a by, hkjd' 

fudkjg;a jvd WmlrK §¾> ld,hla Ndú; lrkak mq¿jka'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③  3. ③  4. ①  5. ①

1. 여: 바트 씨, 귀마개하고 마스크 가지고 왔지요? 
  nd;a uy;d" wdrlaYs; lka wdjrKh iy uqyqKq wdjrKh /fÕk wdjdo@

 남: 오늘 작업은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마스크만 가지고 왔는데요. 
  wo  jev j, ¥ú,s f.dvla jÈk ksid uqyqkq wdjrKhla muKla /f.k wdjd'  

 여: 여기는 소음이 심해서 귀마개를 꼭 착용해야 해요. 

  fu;k wêl Yíoh ksid wdrlaYs; lka wdjrKh me<¢h hq;=hs'

 남: 몰랐어요. 사무실에 가서 얼른 가지고 올게요. 

  oekka ysáfha keye' ld¾hd,hg .syska blaukg wrka tkakï'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남자가 사무실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msßñ mqoa.,hd ld¾hd,hg hk fya;=j l=ulao@ 

 ① 마스크를 잊어버려서 ② 작업장에 먼지가 많아서

 ③ 사무실에서 일해야 해서 ④ 귀마개를 안 가지고 와서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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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오늘은 작업장이 아주 쾌적하네요. wo jevfmd< yßu m%ikakhs'

나: 그렇죠? 청소를                      . tfyufkao@ msßisÿ l<dfka'

     ① 하지요  ② 했거든요  ③ 하고 싶어요  ④ 할 거예요

4.

 
가: 며칠 전보다 분뇨가                      . Èk lsysmhlg fmrg jvd i;aj wmøjH jeäfj,d'

나:  그렇죠? 빨리 치워야겠어요. tfyuo@ blaukg bj;alrkak ´fka'

     ① 많아졌어요   ② 많으면 안 돼요

     ③ 많지 않을 거예요   ④ 많았으면 좋겠어요

5.

 

공구함을 준비하여 종류와 크기별로 공구를 구별하여                       해야 합니다. 
fuj,ï fmÜáh iqodkï lr j¾.h yd m%udKh wkqj wiqrd ;eìh hq;=h'

이렇게 잘 넣어 두면 공구를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uf,i fyd¢ka wiqrd ;enQ úg wdrlaId iys;j myiqfjka Ndú;d lrkak mq¿jka' 

     ① 사용  ② 보관  ③ 준비  ④ 점검

   44과_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15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손수레입니다. ② 배설물입니다.

 ③ 일륜차입니다. ④ 비닐 끈입니다.

2.  ① 냄새가 심해요. ② 소음이 심해요.    

 ③ 공기가 쾌적해요. ④ 정리가 되어 있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오늘은 작업장이 아주 쾌적하네요. 

 나: 그렇죠? 청소를 . 

① 하지요          ② 했거든요  ③ 하고 싶어요 ④ 할 거예요

4. 가: 며칠 전보다 분뇨가 .  

   나: 그렇죠? 빨리 치워야겠어요.

① 많아졌어요  ② 많으면 안 돼요

③ 많지 않을 거예요  ④ 많았으면 좋겠어요

5.  공구함을 준비하여 종류와 크기별로 공구를 구별하여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넣어 두면 공구를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       ② 보관  ③ 준비 ④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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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 ① 손수레입니다.  ② 배설물입니다.

③ 일륜차입니다.  ④ 비닐 끈입니다.

2. ① 냄새가 심해요.  ② 소음이 심해요.

③ 공기가 쾌적해요.  ④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①  5. ②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2 olajd we;af;a  mska;=rh foi n,d .e,fmk ms<s;=r f;dark m%Yak 

fõ' by;  bf.k.;a jpk u;la lr.ksñka ms<s;=re imhkak' 

wxl 3 isg 5 olajd we;af;a  ysia;ekg .e,fmk jpkh f;dark m%Yak fõ'  

bf.k.;a jpk u;la lr.ksñka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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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jH[ack folla ms<sfj,ska fhfok úg úúO Yío fjkialï isÿ fõ' 

kdislH Yío ‘ㄴ’ iy mqk¾j¾;S ‘ㄹ’ wlaIrh ms<sfj,ska fhfok wjia:dfõ§ ‘ㄴ + ㄹ’, ‘ㄹ + ㄴ’ 

fï fowdldrfhka l=ula jqj;a fjkila fkdue;sj [ㄹㄹ] f,i WÉpdrKh flf¾'

(1) 설날, 오늘날, 일 년 (2) 신라, 한라산, 천 리

(3) 컴퓨터는 아주 편리해요. (4)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요.

발음 WÉpdrKh P-22

정답   1. ④   2. ①   3. ④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새 작업 도구로 작업을 하니까 아주 편합니다. 전에 쓰던 것보다                    작고 가

벼워서 좋습니다.

kj jev fuj,ï j,ska jev lsÍu b;d myiqhs ' fmr Ndú;d l< fohg jvd f.dvdla l=vd yd 

ieye,a¨ ksid th fyd|hs'

 ① 혹시  ② 계속  

 ③ 가장  ④ 훨씬

2.

 

작업장의 기계가 낡아서 새 기계로 바꾸었습니다. 새 기계로                    더 쉽고 편

한 것 같습니다.

jev ìfï hka;%h mrK ksid kj hka;%hlg udre l<d' kj hka;%h iuÕ jev lsÍu ksid 

;j;a f,ais iy myiq fõ'

 ① 작업하니까  ② 작업하든지

 ③ 작업하고자  ④ 작업하려고

3.

 

페인트 작업을 한 다음에는 바닥을 잘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니다가                   . 

mska;dre lrk jevh l< miqj B,Õg fyd¢kaa ìu msioeñh hq;=hs' tfia fkdlrkafka kï" 

ñksiqka hk tk úg ,siaid hd mq¿jka'

 ① 찔리면 됩니다  ② 찔릴 수 있습니다

 ③ 미끄러지면 됩니다  ④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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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아주머니  리리 씨, 괭이 챙겼어요? 
 ,s,s uy;añh" Woe,a, /f.k wdj o@

리 리  괭이요? 오늘 고구마 캐는 일을 하신다고 해서  
호미를 챙겼는데요.

  Woe,a,o@ wo n;, .,jkjd lsh, lshmq ksid 

w;auq,a¨jhs /f.k wdfõ'

주인 아주머니  오늘 일할 밭은 너무 딱딱해서 호미로 하기 힘들 
어요. 그리고 괭이로 고구마를 캘 때는 호미로  
할 때보다 고구마에 상처가 나기 쉬우니까 조심해
야 돼요.

  wo jev lrk md;a;sh f.dvla ;o ksid w;a 

uq,a¨fjka jevlrkak wmiiqhs'

  ta jf.au Woe,af,ka n;, .,jkúg w;a uq,a¨fjka 

.,jkjg jvd n;, j,g ;=jd, fjkak mq¿jka 

ksid m%fõiï úh hq;=hs' 

리 리  그렇군요. 그럼 창고에 가서 얼른 가지고 올게요.
  tfyuo tfykï .nvdjg blaukg .sys,a, wrf.k 

tkakï'

챙기다 iqodkï lrkjd 

· 시험을 보러 갈 때에는 신분증

을 챙겨야 해요.

  úNd.hg hkjkï ye÷kqïm;a 

iqodkï lr.; hq;=h'

·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제가 

동생들을 챙깁니다.

  foudmshka f.or ke;súg uu 

u,a,sj n,d.kakjd'

얼른 blaukg

· 라면은 식기 전에 얼른  

먹어야 맛있어요.

  rdïfhdaka is;, ùug fmr 

wdydrhg .kakjdkï rij;a'

· 시험을 볼 때에는 한국어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úNd.h ,shkúg blaukg 

fldßhka NdIdj u;la 

fjkafka keye' 

호미를 챙겼는데요
w;auq,a¨jfk /f.k wdfõ

1. 리리 씨는 오늘 무슨 일을 할 거예요? ,s,s uy;añh wo fudkjo lrkafka@

2. 리리 씨는 왜 창고에 가려고 해요? ,s,s uy;añh wehs .nvdjg hkak yokafka@

정답   1. 고구마 캐는 일을 할 거예요.  2. 괭이를 가지러 창고에 가려고 해요.

대화 1  ixjdoh 1
Track 139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jev fjkialsÍug b,a,Su" jev b,a,Su  

□jHdlrK  Ndú;h ioyd Wmfoia –는데요, –기 전에

□ jpk Ndú;h ioyd Wmfoia  lDIsl¾uh 1 lDIsl¾uh 2

□ ixialD;sl f;dr;=re fldßhdfõ f.dúfmd,j,aj, iD;= y;r

45

,s,s uy;añh f.dúfmd< whs;s kekaod iu. l;dlrñka isá' uq,skau foni 

fojrla ijka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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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l=Uqr

비닐하우스
yß;d.dr

과수원
m<;=re j;a;

농장
f.dúfmd<

밭
md;a;sh

낫
oEle;a;

삽
ij,

곡괭이
.,algqj

괭이
Woe,a,

호미
w;a uq,a¨j

모종삽
w;a ij,

물뿌리개
me< j,g j;=rouk nd,aÈh

호스
ngh

쇠스랑
uq,a¨j

갈퀴
f¾lalh

파종 상자
îc ;eáh

농약 분무기
lDIs ridhksl øjH biskh

경운기
w;a g%elagrh

콤바인
me, isgjk hk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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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는데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conversations using ‘-는데요.’

1) 가:  괭이 어디 있어요? [고구마를 캐야 하다]

 나: 아까 제가 쓰고 창고에 뒀어요. 

2) 가:  호스가 없네요. [물을 줘야 하다]

 나: 제가 찾아 줄게요.

3) 가:  같이 할 수 있어요? [파종상자를 옮겨야 하다]

 나: 그럼요. 같이 해요. 

①     ㉠

②     ㉡

③     ㉢

④     ㉣

⑤     ㉤

모종삽

쇠스랑

경운기

갈퀴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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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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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삽 ㉡ 쇠스랑 ㉢ 경운기 ㉣ 갈퀴 ㉤ 낫

① ⑤② ③ ④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 foi n,d jpk hd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1  jpk ud,dj 1 농업 1 lDIsl¾uh 1

lDIsl¾uhg iïnkaO l=uk fhÿï ;sfíoehs fidhd n,uq 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eg¨j úi§ug W;ai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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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 iu. iïnkaO fldg miqìu fyda wjia:dj meyeÈ,s lsÍfï§ fhdod.kS' l%shdm%lD;sfha 

y,a lsÍula ;snqK;a fkd;snqk;a ‘-는데요’ yd iïnkaO lr ,shkq ,efí'

동사 l%shdmoh 형용사 úfYaIK moh 명사 kdu moh

-는데요 자음 ^jH[ackh& → -은데요 모음 ^iajrh& → -ㄴ데요 인데요

먹다 → 먹는데요

오다 → 오는데요
많다 → 많은데요 크다 → 큰데요

사람 → 사람인데요

친구 → 친구인데요  

·농약을 쳐야 하는데요. 농약 분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lDñkdYl fhÈh hq;=hs' lDñkdYl bisk hka;%h fldfyo ;sfhkafk lsh,d okafk kE'

·가: 사과 상자들을 트럭에 다 실었는데요. 좀 봐 주세요. 

  wem,a fmÜá g%la tlg mefgõjd' fmdâvla n,kak'

 나: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fyd|hs álla bkak'

2. ‘-는데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는데요’ Ndú;d lr fonia iïmq¾K lrkak'

1) 가:                                    괭이 어디 있어요? [고구마를 캐야 하다 n;, .,jkak ´fka]

 나: 아까 제가 쓰고 창고에 뒀어요. állg l,ska Ndú;d lr .nvdfjka ;enqjd'

2)  가:                                    호스가 없네요. [물을 줘야 하다 j;=r oukak ´fka]

 나: 제가 찾아 줄게요. uu fidh, fokakï'

3)  가:                                      같이 할 수 있어요? 

[파종상자를 옮겨야 하다 îc ;eá fjk;a ;eklska ;eìh hq;=h]

 나: 그럼요. 같이 해요. Tõ' tlg lruq'

정답   1) 고구마를 캐야 하는데요  2) 물을 줘야 하는데요  3) 파종상자를 옮겨야 하는데요

문법 1  ixjdoh 1 -는데요 G45-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는데요/(으)ㄴ데요/인데요’ iy ‘-는데/(으)ㄴ데’

‘-는데’ j, ‘요’ iys; ‘-는데요’ yd ‘-는데’ w;r fjkila ke;' ‘요’ wvx.= l<úg f.!rj 

lsÍula isÿjka w;r miqj tk jdlH yd fjkajk w;r tfia fkdjk úg tl jdlHhla f,i 

iïNkaO fõ'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창문을 닫을까요? t<sfha jeiai f.dvla jefgkjfka' cfka,h jyuqo@

·  모니카 씨, 날씨도 좋은데 우리 오늘 놀러 갈까요?  

fudksld uy;añh wo ld,.=Kh;a fydohs úfkdao fjkak huqo@

·이 음식이 불고기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fï lEu nq,af.d.s fõ' we;a;gu rihs'

‘-는데요’ wjfndaO jqkdo@ tfiakï ysia;ekg .e,fmk jpk f;dard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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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아주머니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밭에 비료를 

뿌릴 거니까 준비 좀 해 줘요.
    wo f.dvla uyskais jqkd' fyg md;a;sj,g 

fmdfydr oukak iqodkï lr ;nkak'

리  리  비료요? 모종은 다음 주에 심을 건데  

벌써 비료를 뿌려요?
  fmdfydr o@ îc me< ,nk i;sfha 

isgjkjd' ta;a fmdfydr oukjd o@

주인 아주머니  모종을 심기 전에 뿌려야 돼요. 비료를  

먼저 뿌리고 일주일쯤 지난 후에 심어야 

모종이 잘 자라거든요. 
  îc me< isgúug fmr fmdfydr oeñh hq;=h' 

uq,ska fmdfydr oud i;shla muK .sh miq 

isgjQ úg me< fydÈka yefokjd'

리  리  아, 그렇군요. 제가 들어가서 내일 쓸  

비료 잘 챙겨 놓을게요.
  wd" tfyufka' uu fyg ouk fmdfydr 

iqodkï lr ;nkakï'

벌써 fuÉpr blaukg  

· 벌써 금요일이에요.

  fuÉpr blaukg 

isl=rdod fj,dfka@

· 회의 준비를 벌써 다 

했어요?
  iñ;shg ish,a, iqodkï 

lr wjikao@ 

쯤 álla muK

· 일주일쯤 후에 다시  
연락을 주세요.

  i;shlg muK miq kej; 
l;d lrkakï'

· 내일 2시쯤 만날까요?
  fyg folg ú;r 

yuqfjuqo@

벼 ù 보리 nd¾,s 밀 ;sßÕ+ 콩 fidahd fndaxÑ

정답   1. 내일 뿌리려고 해요.  2. 다음 주에 심으려고 해요.

1. 언제 비료를 뿌리려고 해요? ljoo fmdfydr biskafka@

2. 모종은 언제 심으려고 해요? ljoo me< isgqjkafka@

Tip 곡류 OdkH j¾.

대화 2  ixjdoh 2
Track 140

,s, uy;añh f.dúfmd< whs;s kekaod iu. l;dlrñka isá'  uq,skau foni 

fojrla wid kej; lsh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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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다/기르다/재배하다
me,lrkjd$jjkjd 

$j.dlrkjd

거두다/수확하다
f.dhï lmkjd 

$wiajkq fk,kjd

따다
.fika lvkjd 

캐다
ydrkjd

비료를 뿌리다
fmdfydr biskjd

씨앗을 뿌리다
îc biskjd

모종을 심다
me< isgjkjd

물을 주다
j;=r odkjd

거름을 주다
fmdfydr fhdokjd

잡초를 뽑다
j,a me<Eá 

.,jkjd

벌레를 잡다
lDñka w,a,kjd

농약을 치다
lDIs ridhksl øjH 

fhdokjd

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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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습 2

2. 그림을 보고 ‘-기 전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기 전에.’

1) 가: 토마토를 딸까요?

 나: 아니요. .
→

2) 가: 물을 줄까요?

 나: 아니요. .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씨앗을 뿌리다  거름을 주다  캐다            

물을 주다  잡초를 뽑다  
보기

1) 2) 3) 4) 5)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61 6/11/2014   9:16:30 AM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2) 3) 4) 5)

보기 씨앗을 뿌리다                            거름을 주다                            캐다

               물을 주다                              잡초를 뽑다

정답   1) 씨앗을 뿌리다   2) 물을 주다   3) 거름을 주다   4) 잡초를 뽑다   5) 캐다

어휘 2  jpk ud,dj 2 농업 2 lDIsl¾uh 2

lDIsl¾uh yd iïkakaO l=uk fhÿï ;sfío@ tlaj fidhd n,uq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eg¨j úi§ug W;aidy lrkak'



194  45 호미를 챙겼는데요 45 w;auq,a¨jfk /f.k wdfõ  195

‘-기 전에’ hkak l%shd mohla iuÕ iïnkaO ù bÈßfha ;sfnk l%shdjg jvd msgqmi l%shdj 

uq,ska isÿùu woyia lsrSfïoS Ndú;d fõ' l%shd mofha l%shdm%lD;sfha w. y,a lsÍula ;snqK;a 

fkd;snqk;a tlu f,i ‘-기 전에’ yd iïnkaO lr ,shkq ,efí'

· 비닐을 덮기 전에 거름을 먼저 주세요. ma,diaála Wrj,ska wdjrKh lsÍug fmr fmdar uq,ska fokak'

· 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fldßhdjg tkak l,ska Y%S ,xldfõ§ fudkjo lf<a@

 나: 무역 회사에 다녔어요. fjf<| iud.ul jev l,d'

   45과_호미를 챙겼는데요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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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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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 foi n,d ‘-기 전에’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기 전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가: 토마토를 딸까요? ;lald,s lvuqo@

나: 아니요,                                          .

가: 물을 줄까요? j;=r oduqo@

나: 아니요,                                          .

정답   1) 토마토를 따기 전에 농약을 치세요  2) 물을 주기 전에 잡초를 뽑으세요

문법 2  ixjdoh 2 -기 전에 G45-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기 전에’ yd ‘-(으)ㄴ 후에’

‘-기 전에’ miqj mjik foh bÈßfha mjik fohg l,ska isÿjk úg Ndú;d lrhs ‘-(으)ㄴ 후에’ 

uq,ska mjik foh miqj mjik fohg l,ska isÿjk úg Ndú;d lrhs'

·모종을 심기 전에 비료를 뿌려요. me< isgqùug fmr fmdfydr biskjd'

·비료를 뿌린 후에 모종을 심어요. fmdfydr biSfuka miqj me< isgqjkjd'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익숙해졌어요. mqreÿ jqkd'

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지요? fldßhdfõ Ôj;afjk tl wudrehs fkao@

나: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uq,skau wudre jqk;a miqj mqreÿ jqKd'

‘-기 전에’ wjfndaO jqkdo@  tfiakï ysia;ekg .e<fmk fhÿu ,shd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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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jev b,a,kúg flfia l,hq;=o@ WodyrKfha oelafjk wdldrhg l;dlrkak'

16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작업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보기>처럼 말해 보세요.
How can you request a certain type of work? Create conversations as follows.

벌레를 잡다

1)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보기

물을 주다

2) 

거름을 주다

3) 

씨앗을 뿌리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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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보기>처럼 말해 보세요.

1) 

2)

3)

4)

벌레를 잡다

물을 주다

거름을 주다

씨앗을 뿌리다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j,a me,eá .,jkak ´fk'a 

oeka lrkak mq¨jkao@

정답   1) 벌레를 잡아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2) 물을 줘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3) 거름을 줘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4)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어요?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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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의 사계절 
fldßhdfõ f.dúfmd<j,a j, iD;= y;r

   봄 jika; ld,h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합니다. 비료를 뿌리고 밭을 갈아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을 준비를 합니다. 토마토, 가지, 오이, 호

박, 고추 등을 심습니다.

f.dú;eka lrkak iqodkï fjkjd' fmdfydr bi md;a;s ilid 

îc jemsÍu fyda me< isgqùu isÿlrhs' ;lald,s" jïngq" rdnq" 

jÜglald ñßia jeks t<j¨ isgjhs'

   여름 .sïydk ld,h

봄에 심은 채소 등을 수확합니다. 논에 농약을 뿌리고 잡초

를 뽑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합니다. 밭에 당근, 양파, 파 등을 

심고 키웁니다. 또한 겨울철 김장에 필요한 배추도 심습니다.

.sïydk ld,hg wiajkq fk,kjd' l=Uqrej,g fnfy;a biSu 

yd j,a me<Eá .e,ùu È.gu isÿl, hq;=h' md;a;sj, lerÜ" 

¿EKq",Slaia jeks t<j¿ j.d lrkjd' ;jo lsïÑ ie§ug wjYH 

f.dajd;a isgjkjd'

   가을 ir;a ld,h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여름철에 잘 키운 채소와 벼를 

거둡니다.

ir;a ld,hg wiajkq fk,kjd' .sïydk ld,hg isgjQQ t<j¿yd 

f.dhï lmkjd'

   겨울 iS; ld,h

1년 동안 사용한 농기구를 수리하고 다음 해 농사를 계획합

니다. 겨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재

배합니다.

jirla mqrdjg Ndú;d l< f.dú WmlrK ms<silr lr w¨;a 

jirg ie,iqï lrkjd' iS; ld,hg yß;d.dr ;=< t<j¿ yd 

m<;=re j.d lrkjd'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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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

① 밭에 물을 줄 것입니다.  ② 잡초를 뽑을 것입니다.

③ 호스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④ 아주머니를 기다릴 것입니다.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내일 남자가 작업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논       ② 밭  ③ 논과 밭 ④ 과수원

5. 내일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Track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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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fïl fudllao@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fuu mqoa.,hd fukjdo lrkafka@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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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tlu l;djg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4.    내일 남자가 작업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fyg msßñ mqoa.,hd jev l,hq;= ia:dkh l=ulao@

 ① 논  ② 밭  ③ 논과 밭  ④ 과수원

5.  내일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fyg fkdl<hq;= jevh l=ulao@

 ①  ②  ③  ④

l;djg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3.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 oeka ldka;dj l=ula lsÍugo ierfikafka@

① 밭에 물을 줄 것입니다.  ② 잡초를 뽑을 것입니다.

③ 호스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④ 아주머니를 기다릴 것입니다.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yd 2 mska;=r foi n,d .e<fmk ms<s;=r f;dark m%Yak fõ' ijkaoSug fmr  

mska;=r fyd¢ka n,kak'  

wxl 3 fonig ijka§ .e<fmk ms<s;=r f;dark m%Yakhls' wxl 4 yd 5 tlu 

fonig ijka§ m%Yakhg .e<fmk ms<s;=r f;dark m%Yak 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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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대본  Y%jK msgm;

1. ① 여: 경운기입니다. w;a g%elagrhhs'   ② 여: 손수레입니다. w;a lr;a;hhs' 

 ③ 여: 콤바인입니다. me< isgjk hka;%hhs'   ④ 여: 트랙터입니다. g%elagrhhs' 

2. ① 남: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fmdfydr fhdoñka isá' 

 ② 남: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lDIs ridhksl øjHh bisñka isá'

 ③ 남: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me< isgqjñka isá'

 ④ 남: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lDñka w,a,ñka isá'

3. 여: 밭에 물을 좀 줘야 하는데요. 창고에 호스가 없네요. 

  md;a;shg j;=r m<;=re oukak ´fka' .nvdfõ ngh keyefka'   

 남: 아,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어요. 

  állg@ l,ska kekaod j;a;g j;=r odkak lsh, wrf.k .shd' 

 여: 그래요? 그럼, 물 주기 전에 밭에 잡초 좀 뽑을게요. 

  tfyuo tfykï j;=r odkak l,ska j,ame,eá .,jkakï'  

4-5. 남: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해요? fyg fudkjo lrkafka' 

 여: 논에 농약을 좀 쳐 주세요. l=Uqrg lDIs ridhk øjH álla oukak' 

 남:  네, 그럴게요. 그건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오후에는 고구마 밭에 가서 거름을 좀 줄까요? 

  Tõ" tfyu lrkakï'  tal Wfoag bjrlrkak mq¿jka jf.a ksid" yjig n;, md;a;shg 

fmdfydr álla oukako@

 여:  며칠 전에 줬으니까 거름은 안 줘도 되고요, 대신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요새 벌레가 많아진 거 

같은데 벌레도 좀 잡아 주고요.  

ál ojilg l,ska fmdfydr ÿkak ksid fkdoeïudg lula keye' ta fjkqjg j;=r álla 

oukak' ta jf.au fï ojiaj, lDñka jeäfj,d jf.a ksid lDñkaj w,a,kak'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③   5. ② 

1. 남: 고구마 밭에 거름을 좀 줄까요? n;, md;a;shg fmdfydr álla odkak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② 

1.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my; i|yka foaj,g ijka § ó<.g isÿúh yels ksjerÈ foa f;dard .kak'

 ① 고구마를 많이 심었어요. ② 어제 줬으니까 괜찮아요.

 ③ 고구마를 심도록 하세요. ④ 어제 거름을 많이 샀어요.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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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과_호미를 챙겼는데요  16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낫 ② 삽

 ③ 괭이 ④ 호미

2.  ① 땅을 파고  있습니다. ② 물을 주고 있습니다. 

 ③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 ④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이 파종상자를 어디에 둘까요?  

 나: 밭으로 가져갈 거니까 에 실어 놓으세요. 

① 호스          ② 갈고리  ③ 경운기 ④ 물뿌리개

4. 가: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돼요.

   나: 네, 알겠습니다. 

① 캐야          ② 따야  ③ 심어야 ④ 뿌려야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토마토는 보통 4월 말에 밭에 모종을 심습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뿌리고 

일주일 정도 기다린 후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모종을 심고 난 후에는 물을 주고 거름도 

줍니다. 토마토는 벌레가 많이 생기는 작물이라서 가끔 농약을 쳐야 합니다. 또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뽑아서 토마토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토마토를 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① 거름을 줍니다.  ② 모증을 심습니다. 

③ 비료를 뿌립니다.  ④ 잡초를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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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이 파종상자를 어디에 둘까요? fï îc ;eáh fldfykao ;shkafka@

나: 밭으로 가져갈 거니까                      에 실어 놓으세요. 

 md;a;shg /f.k hk ksid w;a g%elagrfhka od, ;shkak'

     ① 호스  ② 갈고리  ③ 경운기  ④ 물뿌리개

4.

 

가: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돼요. 

 me< ysgjkak l,ska md;a;shg fmdfydr ^bish& hq;= fjkjd'

나:  네, 알겠습니다. Tõ" f;afrkjd'

     ① 캐야  ② 따야  ③ 심어야  ④ 뿌려야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pkh fyda jdlHh f;darkak'

1. ① 낫  ② 삽

③ 괭이  ④ 호미

2. ① 땅을 파고 있습니다.  ② 물을 주고 있습니다.

③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  ④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wxl 2 olajd we;af;a mska;+r n,d f;areu l=ulaoehs ks.ukh lrk m%Yak 

fõ' fmr bf.k.;a jpk isys lrñka .eg¿j úi|d n,kak'

wxl 3 isg wxl 4 olajd we;af;a fonfia ysia;ekg ksjerÈ jpkh f;dark 

m%Yak fõ' wxl 5 fþoh lshjd wid we;s m%Yak j,g ms,s;=re f;dark m%Yak fõ'  

bf.k.;a jpk iy jHdlrK isys lrñka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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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는 보통 4월 말에 밭에 모종을 심습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뿌리고 일주일 정도 기

다린 후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모종을 심고 난 후에는 물을 주고 거름도 줍니다. 토마토는 벌레가 많

이 생기는 작물이라서 가끔 농약을 쳐야 합니다. 또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뽑아서 토마토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lald,s md;a;s j, idudkHhfhka wfma%,a udifha§ me< isgqjkq ,nhs' me< isgqjkak l,ska md;a;shg 

fmdfydr bi,d i;shla muK .; jQjdg miq me< isgqúh hq;=hs' me< isfgõjdg miq j;=r fhdod 

fmdfydr mia fhdokq ,efí' ;lald,s hkq lDóka f.dvdla we;sjk j.djla ksid jßka jr lDIs ridhk 

bish hq;=hs' ;jo j,a me< we;sfjkjd kï j,a me< .,j,d ;lald,s fyd¢ka jeùu l< hq;=hs'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ó<Õg .eg¨jg ms<s;=re imhkak'

토마토를 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lald,s isgqjk úg jvd;a l,ska l< hq;= jevh l=ulao@

① 거름을 줍니다.   ② 모종을 심습니다.

③ 비료를 뿌립니다.   ④ 잡초를 뽑습니다.

정답   1. ①  2. ①  3. ③  4. ④  5. ③

정답   1. ③   2. ③  3. ①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드리려고 옷을 샀습니다. 내일은 우체국에 가서 어머니께                

를 보내려고 합니다.

.fï bkak wïudg §ug we÷ï ñ<§ .;a;d' fyg uu ;eme,a ld¾hd,hg f.dia wïudg 
md¾i,hla f,i hjkakhs bkafka'

 ① 우표 ② 편지 ③ 소포 ④ 엽서

2.

 

저는 버스로 회사에 다니는데                 시간에는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내일부

터는 지하철로 다니려고 합니다.

uu niar:fhka wdh;khg hk tk ksid .uka lrk ld,fha jdyk f.dvla wjysr fjkjd' 

ta ksid fyg isg Wux ÿïßh ud¾.fhka .uka lrkjd'

 ① 방문 ② 교육 ③ 출퇴근 ④ 환송회

3.

 

저는 회사                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uu wdh;k fkajdisld.drfha Ôj;a jkjd' fndfyda wh iuÕ Ôj;ajk ksid kS;s Í;s ms<smeÈh 

hq;=h'

 ① 기숙사 ② 자료실 ③ 상담센터 ④ 고용센터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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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더 신경 쓰도록 하자
;j fyd|g wjOdkh fhduq lruq 

주인 아저씨  이걸 어쩌지. 수피카, 지난번에 바꾼 사료 말이야. 소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
  fïlg fudlo lrkafka' iqmsld" .shjr udrel< i;aj 

lEufka' .jhskag .e<fmkafka keye jf.a'

수피카  그래요? 농협중앙회에서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바꾸신 

거잖아요.
  tfyuo@ cd;sl lDIsl¾u iuqmldr iñ;sh u.ska fyd| 

i;aj wdydr j¾.hla ,enqKd lsh, lshmq ksid udre 

lf,a'

주인 아저씨  추천하길래 믿고 한번 써 봤는데……. 오늘은  

배까지 이렇게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아.
  wkqu; lrmq ksid tlajrla wrf.k ne¨j;a……'  

wo fï jf.a nv;a mqrj, od,d .Eiq;a f.dvdla  

;shkjd jf.a'

수피카  그럼, 어떻게 하죠?  tfykï fudlo lrkafka@

주인 아저씨  우선 아무 것도 먹이지 말고 수의사부터 불러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자.  

소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휴. 
  uq,skau lsisu fohla lkak fokafka ke;=j ;sh,d 

mY+ ffjoHjrhdj le|jkak ´fka' bÈßfha§ óg jvd 

wjodkfhka wjOdkh fhduq l<dgq' .jhskag f.dvla 

wudrehs jf.a'

맞다 .e<fmkjd

N이/가 N에/에게(한테) 맞다 

hïlsis fohlg .e<fmkjd

· 새로 산 신발이 발에 안  

맞아서 다른 신발로 바꿨 

어요.
  w¨;ska .;a mdjyka ll=,g 

.e,fmkafka ke;s ksid 

fjk;a mdjyka j,g udre 

l,d' 

신경(을) 쓰다 
wjodkh fhduq lrkjd

· 가:  이반 씨, 감기는 좀 어
  때요?
    bjdka" uy;d 

fyïìßiaidj wvqo@

 나:  많이 나았어요. 신경
  써 줘서 고마워요.
     f.dvla wvqhs' wjOdkh 

fhduq l<dg ia;=;shs' 

1. 아저씨는 사료를 왜 바꿨어요? udud wehs i;aj lEu udre lf<a@

2. 왜 수의사를 부르려고 해요? mY+ ffjoHjrhdj le|jkafka@

정답   1. 농협중앙회에서 추천해서 바꿨어요.  2. 소에게 문제가 생겨서 수의사를 부르려고 해요.

대화 1  ixjdoh 1
Track 142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m%Yakhg fya;=j fiùu úiok wdldrh 

mejiSu

□jHdlrK  Ndú;h ioyd Wmfoia –도록 하다, –게 되다

□ jpk Ndú;h ioyd Wmfoia mY= iïm;a l¾udka;h ëjr l¾udka;h  

□ ixialD;sl f;dr;=re  mY= iïm;a l¾udka;h yd ëjr l¾udka;fh§ 

lrk jev

my; oelafjkafka iqmsld uy;añh yd f.dúfmd< whs;s jhil udud  w;r 

we;sjQ fonils' uq,skau ijka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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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도록 하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도록 하다.’

1) 가: 사장님,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을 하면 돼요?  

 나: . [축사를 청소하다]

2) 가: 건초는 잘 챙겨 두었지요? 

 나: . [바로 확인하다]

3) 가: 축사에 가서  . [소 먹이를 주다]

 나: 네, 창고에 가서 사료 가져 올게요.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2)

3)

5)

4)

보기 돼지                      닭                      소                      축사                      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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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돼지
W!rd

소
.jhd

닭
l=l=<d

양
neg¿jd

오리
;drdjd

말
wYajhd

토끼
ydjd

양돈
W!re fldgqj

양우
.j .d,

양계
l=l=,a fldgqj

축사
i;aj uvqj

사료/먹이
i;aj wdydr

건초
msÿre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2)

3)
4)

5)

정답   1) 닭  2) 소  3) 축사  4) 돼지  5) 건초

보기

돼지

닭

소

축사

건초

어휘 1  jpk ud,dj 1 축산업 mY+ iïm;a l¾udka;h

my; oelafjkafka mY+ iïm;a l¾udka;hg iïnkaO úúO fhÿï fõ' l=uk 

fhÿï ;sfíoehs n,uq'

by; ioyka jpk ud,dj foi fkdn,d .eg¨j úi£ug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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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g iïnkaO lr fjk;a mqoa.,fhl=g hï l%shdjla lsÍug ie,eiaùu fyda jev 

lsÍug kshu lrk wjia:d j,oS fndafyda úg Ndú;d fõ' tu úOdkhg m%;spdr oelaùu 

i|yd;a fuu jHdlrKh fhdod .; yelsh'

· 가: 먼저 먼지부터 닦도록 하세요. uq,ska ¥ú,s j, b|,d msi oukak'

 나: 그럼 창문을 좀 열게요. tfykï cfka,h álla wßkakï'

· 가:  중요한 시험이니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세요. jeo.;a úNd.hla ksid uykais fj,d iQodkï fjkak'

 나: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fyd|hs' ug yels Wmßufhka lrkakï'

2. ‘-도록 하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도록 하다’ fhdod foni iïmq¾K lrkak'

1)  가: 사장님,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을 하면 돼요? m%OdkS ;=ud wo Wfoa fudkjo lrkak ;sfhkafka@

 나:                                                        . [축사를 청소하다 i;aj f.dúfmd< msßisÿ lrkjd]

2)  가: 건초는 잘 챙겨 두었지요? msÿre wrka ;síndo@

 나:                                                        . [바로 확인하다 oekauu mßlaId lrkjd]

3)  가: 축사에 가서                                                        . [소 먹이를 주다 .jhskag lEu fokjd]

 나: 네, 창고에 가서 사료 가져올게요. Tõ" .nvdjg .sys,a, i;aj lEu wrf.k tkakï'

정답   1) 축사를 청소하도록 하세요  2)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 먹이를 주도록 하세요

정답   1. 늦지 않도록 하세요  2. 끝내도록 할게요  3. 끊도록 하세요  4. 청소하도록 할게요

1. 가: 내일 몇 시에 출발해요? fyg lShgo msg;a fjkafka@

    나: 6시에 출발하니까                     . yhg msg;a fjk ksid m%udo fkdjkak j. n,d.kak'

2. 가: 부탁한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b,a,mq jd¾;dj ,Eia;so@

    나: 지금 하고 있는데 저녁까지                     . oeka lrf.k hk .uka yjia fjoa§ bjr lrkakï'

3. 가: 올해는 담배를                     . fï jif¾È kï ÿïjeá mdkh kj;a jkak'

    나: 네, 꼭 끊을게요. Tõ Tõ wksjd¾hfhkau kj;ajkjd'

4. 가: 작업장이 좀 지저분한데 청소 좀 해 주세요. jevfmd< álla wms<sfj, ksid msßisÿ lrkak'

    나: 네, 이 일만 끝내고                     . fï" jevh wjika ù msßisÿ lrkakï'

문법 1  ixjdoh 1 -도록 하다 G46-1

‘-도록 하다’ wjfndaO jqkdo tfyukï fuu fhÿu fhdod foni iïmq¾K lrkak' 

;j álla bf.k f.k n,uqo@ ‘-도록 하다’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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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그물 좀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라니까 또 그냥 
이렇게 뒀네.

  oe, l,ska iQodkï lrkak .sys,a, fufyu 

Wkdfka'

바트  어디 좀 봐.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그런  
거야? 카림 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번엔 
마문 씨 불러서 단단히 혼을 좀 내.

  fudlo jqfka lsh, n,uq' lSm j;djlau lSj;a 

wdfh; fufyu jqkdo@ l,sï whshd" fïl w;a 

je/oaola fkfjhs' fujr uuqka uy;dg fyd|gu  

nkskak'

카림  한 번 쓴 그물은 다 엉켜서 다시 쓰기 어려
우니까 꼭 풀어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
에 오늘도 작업을 제때 못 하게 됐잖아.

  tl jrla Ndú;d l< oe,la wels,s,d Ndú;d 

lrkak wmyiq ksid wksjd¾hfhkau ,syd ;nkak 

lsh,d lsjqjd' fïl ksid wo;a jev lrkak 

fjkafka keye'

바트  집어등도 새로 안 갈았고, 양망기도 그대로야.
  weug ouk foaj,a udre lr,;a keye ud¿ oe,a 

wÈkh;a tfyïuuhs'

카림  안되겠다. 당장 마문 씨 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겠어.

  fï úÈyg lrkak neye' oekauu uuqka uy;dg 

l;dlr lshkak ´fka'

그냥 kslx

①  lsis÷ fjkila isÿfkdù ta 
wdldrfhkau mj;skúg

②   lsis÷ fya;=jla fyda f;areula 
fkdue;sj

· 가:   여기 다 쓴 공구는  
제가 정리할까요?

    fu;k Ndú;d lr  
wjika WmlrK uu  
wrka ;shkako@

  나:   그냥 두세요. 이따가  
다시 쓸 거예요.

   kslx ;shkak ;j állska 
kej; Ndú;d lrkjd'

· 가: 케이크는 왜 샀어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wehs flala .;af;a wo@ 

ldf.ayß WmkaÈkhlao@
  나:   아니요, 먹고 싶어서  

그냥 샀어요.
   keye" lkak leu;s yskao 

kslx .;a;d' 

당장 oekauu

· 회의에 늦지 않으려면 지

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iaùug m%udO fkdù 

hdugkï oekauu 

msg;afjkak ´fka'

1. 두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fofokd fudkjo lrkafka@

2. 두 사람은 왜 화가 났어요? fofokdg ;ryd hdug fya;=j l=ulao@

정답   1.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2. 동료가 일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대화 2  ixjdoh 2
Track 143

nd;a yd l,sï jevfmdf<a jevlrñka isáhs' fofokd l=ula ms<sn|j l;d lrkjd 

we;ao@ uq,skau foni fojrla wikak' 

fujr l,Sï yd nd;a f,i foni kej; lshjkak' fyd¢ka wid kej; 

lsfhjqjdo @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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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oe,

통발
W.=,

집어등
weug Ndú;dlrk 

úÿ,s nqnq¿

양망기
oe,a wÈk hka;%

밧줄
,Kq 

쇠사슬
oïje,

고리
fldlal

닻
kex.=ru

도르래
lmamsh

뜰채
f.dgqj

낚시 바늘
ì,Ss fldl=

부자/부표
fndahdj

바늘대
oe,a úhk b¢lgq

수중 펌프
j;=r hg Ndú;d 
l<yels fmdïm

수경
msyskqï lkakdäh

갈퀴
w;a f¾lalh

스티로폼 상자
iDcqf*darï fmÜ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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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게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게 되다.’

1) 낚시를 잘 못 했는데 . 

①     ㉠

②     ㉡

③     ㉢

④     ㉣

⑤     ㉤

닻

통발

부표

양망기

집어등

2)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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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④     ㉣

⑤     ㉤

닻

통발

부표

양망기

집어등

2)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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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 통발 ㉢ 부표 ㉣ 양망기 ㉤ 집어등

① ⑤② ③ ④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e,fmk jpkh hd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2  jpk ud,dj 2 어업  ëSjr l¾udka;h

ëSjr l¾udka;hg iïkakaO l=uk jpk fudkjdoehs oek .ksuq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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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g iïNkaO lr ndysßka meñfKk n,mEula ksidfjka  hï isÿùula isÿùu fyda 

hï fohl fjkia ùula oelaùu i|yd Ndú;d flf¾'

· 가: 날씨 때문에 오늘도 작업을 못 하게 되었어. ld,.=Kh ksid wo;a jefâ lr.kak neßjqkd'

  나: 큰일이다. 내일은 좋아질까? udr jefâ' fyg fyd|fjhso@

· 가: 아상카 씨는 한국 음식을 잘 먹네요. wixl uy;a;hd fldßhka lEu fyd|g lkjfka'

  나: 처음에는 못 먹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잘 먹게 되었어요.

   uq,ska kï lkak nerej ysáhg udi lsysmhlg miafia fyd|g lkak mq¿jka jqkd' 

1.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를 잘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과 자주 얘기해서  
                                  .  

   fldßhdjg uq,skau meñfKk úg fldßhka NdIdj fyd|g l;dlrkak neye' kuq;a oeka fldßhka 

cd;slhka iu. ks;r l;dlrk ksid fyd|g l;dlrk ;;ajhg m;a jqkd'

2.   고향에 살 때는 요리를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요리를 자주 해서                                    .

 .fï bkakd úgkï lEu msiskak neye' kuq;a oeka lEu ks;ru Whk ksid fyd|g Whkak mq¿jka'

3.   우리 회사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근처로                                    . 

 wfma iud.u fjk;a ;eklg wrf.k hkjd' tuksid uu;a iud.u lsÜgqjg f.j,a udre l,d' 

정답   1. 잘하게 됐어요  2. 잘하게 됐어요  3. 이사하게 됐어요 

문법 2  ixjdoh 2 -게 되다 G46-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게 되다’ yd ‘-아지다/어지다’

‘-게 되다’ yd ‘-아지다/어지다’ hk folu fjkila olajk kuq;a ‘-게 되다’ fhdok úg fjki 

u.ska we;sjQ m%;sM,hg m%uqL;ajhla fohs' ‘-아지다/어지다’ fjkiajk l%shdj,shg m%uqL;ajhla 

fokúg fhfoa' ‘-게 되다’ nyq,j l%shd mo iuÕ fhfok w;r ‘-아지다/어지다’ l%shd úfYaIK 

iuÕ nyq,j fhfoa'

·날씨가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서 일을 못 하게 되었어요. (O)         ·날씨가 춥게 되었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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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게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게 되다.’

1) 낚시를 잘 못 했는데 . 

①     ㉠

②     ㉡

③     ㉢

④     ㉣

⑤     ㉤

닻

통발

부표

양망기

집어등

2)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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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낚시를 잘 못 했는데                                             .

ud¿ we,a,Su fyd|g lrkak neßjqk;a ks;ru ud¿ w,a,kak .sys,a, oeka 

fyd|g mq¿jka'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

ld,.=Kh fyd| ke;s ksid fndaÜgqjg k.skak neß jqkd'

2. 그림을 보고 ‘-게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j álla bf.k f.k n,uqo@ ‘-게 되다’ Ndú;dlr jdlH iïmq¾K lrkak'

정답   1) 자주 해서 지금은 잘하게 됐어요  2) 배를 못 타게 됐어요 

‘-게 되다’ wjfndaO jqkdo@ tfiakï fuu fhÿu Ndú;d lr jdlH iïmq¾K lr 

n,kak'

;j álla bf.kf.k n,uqo@ ‘-게 되다’ Ndú;dlr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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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m%Yakhla we;sjk úg flfia úi|kjd kï fyd|o@ WodyrKfha oelafjk wkaoug l;d lrkak'

17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보기>처럼 말해 보세요.
What should you do when you have the following problems? Create conversations as follows.

돼지가 먹이를 기다리다, 사료를 주다

1) 

보기

그물이 엉키다, 그물을 풀다

잡그물이 모두 엉켜 있으니까 

어서 그물을 풀도록 하세요.

축사가 더럽다, 분뇨를 치우다

2) 

양망기가 고장나다, 수리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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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돼지가 먹이를 기다리다, 사료를 주다
W!rka lEu fok;=re n,d isákjd" 

i;ajhskag lEu fokjd

축사가 더럽다, 분뇨를 치우다
i;aj uvqj wmsßisÿh"s f.du bj;a lrkak

양망기가 고장나다, 수리하다
oe,a wÈk hka;%h lefvkjd" 

w¨;ajeähd lrkjd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보기>처럼 말해 보세요.

oe, wjq,a fjkjd" 

oe, ,sykjd

그물이 엉키다, 그물을 풀다

WodyrKh

정답   1) 돼지가 먹이를 기다리니까 사료를 주도록 하세요.

 2) 축사가 더러우니까 분뇨를 치우도록 하세요.

 3) 양망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하도록 하세요.

그물이 모두 엉켜 있으니까 

어서 그물을 풀도록 하세요.
oe, fyd|gu wjq,afj,d yskao 

blaukg oe, ,sykak'

활동  l%shdldrlï 



208  46 더 신경 쓰도록 하자 46 ;j fyd|g wjOdkh fhduq lruq  209

축산업과 어업 현장의 직업 

사료 배합기 i;aj wdydr ñY% lrk WmlrKh

사료 배합기에 사료를 투입합니다.
i;aj wdydr ñY% lrk WmlrKhg i;aj  

wdydr tl;=lrkak'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fndaÜgqfjka uqyqog f.dia ud¿ w,a,kjd'

축사 i;aj uvqj

축사 지붕을 점검하거나 수리합니다.
i;aj uvqfõ jy,h mßlaIdlr n,kjd fyda 

w¨;a jeähd lrkjd'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길러서 팝니다.
ud¿ fldgq j, ud¿ka we;slr úl=kkjd'

스키드로더 megjqï hka;%h

스키드로더로 폐기물을 치웁니다.
megjqï hka;%fhka wmøjH bj;a lrkjd'

갯벌에서 조개나 낙지, 굴 등을 캡니다.
uv iys; ìïj,ska fn,a,ka nqj,a,ka ismams 

jeksfoa ydrd t,shg .kakjd'

분뇨 탱크 i;aj wmøjH gexlsh

분뇨 탱크를 조작합니다.
i;aj wmøjH gexlsh yiqrjkjd'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생산합니다.
¨Kq ,shÈ j,ska ¨Kq idokjd'

어업 ëjr l¾udka;h

축산업 mYq iïm;a l¾udka; 

정보  f;dr;=re 

mY+ iïm;a l¾udka; yd ëjr l¾udka; j, isÿlrk j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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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g .e,fmk fhÿu f;darkak' Track 144
[1~2]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  ① 오리를 기르고 있어요.  ② 토끼를 본 적이 있어요.

 ③ 오리 농장에 가 볼까요?  ④ 토끼 먹이를 사러 왔어요.

4.  ① 어제 갈았어요.  ② 안 갈게 됐어요.

 ③ 내일 갈 거지요?  ④ 빨리 갈도록 할게요.

l;djg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msßñ mqoa.,hd l=ula mßlaId lsÍug iqodkï jkafkao@

① 그물  ② 통발  ③ 양망기  ④ 집어등

17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오리를 기르고 있어요.  ② 토끼를 본 적이 있어요.

③ 오리 농장에 가 볼까요?  ④ 토끼 먹이를 사러 왔어요.

4. ① 어제 갈았어요.  ② 안 갈게 됐어요.

③ 내일 갈 거지요?  ④ 빨리 갈도록 할게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① 그물       ② 통발  ③ 양망기 ④ 집어등

Track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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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tl iy fol jdlHhg ijka § .e<fmk mska;+r f;dark m%Yakh fõ· 

fyd¢k' wid .e,fmk mska;;+rh f;darkak'

wxl 3 yd 4 m%Yakhg ijka§ .e,fmk ms<s;=r f;dark m%Yakh fõ' wxl 5 l;djg 

ijka§ m%Yakhg .e,fmk ms<s;=r f;dark m%Yakh fõ' fonig ijka§ug fmr 

WodyrKfha wka;¾.;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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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소를 길러요. .jhka we;slrkjd' ② 여: 양을 길러요. neg¿jka we;slrkjd'

 ③ 여: 닭을 길러요. l=l=<ka we;slrkjd'         ④ 여: 돼지를 길러요. W!rka we;slrkjd'

2. ① 여: 어선을 준비해요. ëjr fndaÜgqj iqodkï lrkjd'

 ② 여: 갈퀴를 준비해요. w;a f¾lalh iqodkï lrkjd'

 ③ 여: 통발을 준비해요. W.=,a iqodkï lrkjd'

 ④ 여: 그물을 준비해요. oe, iqodkï lrkjd'

3. 남: 수피카 씨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iqmsld uy;añh f.dúfmdf<a§  lrk jev fudkjo@

4. 남: 집어등이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weug Ndú; lrk úÿ,s nqnq¿ l¿jrhs jf.a' udrelrkak ´fka'

5. 여: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망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Bfha jev lrkúg oelafla oe,a wÈk hka;%h fyd|g jev lf,a keye'''''' '

 남:  안 그래도 수리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그물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tfyu fkdjqk;a yokak lsh, ÿkak ksid yodú' ta jf.au wo jeä wE;lg hkafka ke;s ksid 

lula keye' oe,a meg,s,d ;shkjo lshd muKla mßlaId lr n,uq'

듣기 대본  .jhka we;slrkjd

정답   1. ①  2. ④  3. ①  4. ④  5. ①

1. 남: 리리 씨, 어제 축사 청소하고 퇴근했지요? 

  ,s,S uy;añh" Bfha jev ksu lf<a .j uvqj msßisÿ lr,d bjrfj,d fkao@

 여: 네, 깨끗이 청소하고 분뇨도 다 처리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 돼요? 

  Tõ" msßiqÿj wia mia lr f.du fmdfydro whska l<d' wo l=uk jevho l< hq;af;a@

 남: 우선 소한테 먹이를 주세요. 참, 저번에 들여 온 건초는 잘 말랐는지 모르겠네요. 

   m<uqj .jhkag wdydr oSu lrkak' wd" .shjr f.kd msÿre fyd¢ka úh¿Kdo kï okafka keye'

 여: 얼른 먹이부터 주고 나서 창고에 가서 건초를 확인해 볼게요.

  blaukg .jhkag wdydr imhd §" .nvd j,g .syska msÿre msßlaikakï'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여자가 창고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ldka;dj .nvdjg hk fya;=j l=ulao@

 ① 사료를 챙겨 오려고 ② 창고를 치워 놓으려고

 ③ 분뇨를 처리해 두려고 ④ 건초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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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부표예요. ② 어선이에요.

 ③ 수경이에요. ④ 바늘대예요.

2.  ① 사료를 주도록 하세요. ② 먹이를 버리도록 하세요. 

 ③ 돼지를 기르도록 하세요. ④ 분뇨를 치우도록 하세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3. 이 동네에는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아요. 

① 양돈 ② 양우 ③ 양계 ④ 양망

4. 은/는 조개를 캘 때 사용해요.

① 통발 ② 갈퀴 ③ 부표 ④ 밧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축산 농가는 여름이 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가축들의 위생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축사 청소도 해야 하고, 사료의 상태도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들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산 농가가 여름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① 축사 청소를 자주 하는 것 ② 가축의 위생을 점검하는 것

③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 하는 것 ④ 먹이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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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부표예요. ② 어선이에요.

 ③ 수경이에요. ④ 바늘대예요.

2.  ① 사료를 주도록 하세요. ② 먹이를 버리도록 하세요. 

 ③ 돼지를 기르도록 하세요. ④ 분뇨를 치우도록 하세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3. 이 동네에는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아요. 

① 양돈 ② 양우 ③ 양계 ④ 양망

4. 은/는 조개를 캘 때 사용해요.

① 통발 ② 갈퀴 ③ 부표 ④ 밧줄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축산 농가는 여름이 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가축들의 위생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축사 청소도 해야 하고, 사료의 상태도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들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산 농가가 여름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① 축사 청소를 자주 하는 것 ② 가축의 위생을 점검하는 것

③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 하는 것 ④ 먹이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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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 ① 부표예요. ② 어선이에요.

③ 수경이에요.  ④ 바늘대예요.

2. ① 사료를 주도록 하세요.  ② 먹이를 버리도록 하세요.

③ 돼지를 기르도록 하세요.  ④ 분뇨를 치우도록 하세요.

축산 농가는 여름이 되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가축들의 위생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축사 청

소도 해야 하고, 사료의 상태도 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들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yrla f.dúm,j,a .%Siau R;=j wdju fndfyda wjOdkfhka l< hq;= jev rdYshls' .DydY%s; i;=ka 

Wfoid iji .j msßisÿq msßis÷ fldg ;nd" i;aj wdydrj, ;;ajhkao fyd¢ka mÍlaId l, hq;=hs' 

;jo .DydY%s; i;=kag .%Siauh fi!LHu;aj .;l, yelsjk mßÈ .juvq isis,aj ;nk tl;a 

jeo.;a fõ'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ó<Õg .eg¨jg ms<s;=re imhkak'

축산 농가가 여름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yrla f.dúm<j,a j, .%Siau R;=fõ lrk jev w;=ßka fkdjk tl f;darkak'

① 축사 청소를 자주 하는 것  ② 가축의 위생을 점검하는 것

③ 축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  ④ 먹이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것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ysia;ekg fhfok jvd;a ksjerÈ jpkh f;darkak'

3.
 

이 동네에는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아요. 
fï wjg .fï yrla we;s lrk ^yrla fldgq& f.dú ksjdi f.dvla ;sfí'

     ① 양돈  ② 양우  ③ 양계  ④ 양망

4.
                        은/는 조개를 캘 때 사용해요. ^f¾lalh& ismamslgq ydrk úg Ndú;d lrhs'

     ① 통발  ② 갈퀴  ③ 부표  ④ 밧줄

정답   1. ①  2. ④  3. ②  4. ②  5. ②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wxl 2 mska;+r n,d ksjerÈ jdlHh f;dark m%Yak fõs' WodyrKh 

fyd¢ka lshjd mska;+rhg .e,fmk ksjerÈ ms<s;=r f;darkak'

wxl 3 isg wxl 4 olajd ysia;ekg fhfok ksjerÈ jpkh f;dark m%Yak fõs' 

fyd¢ka lshjd .e,fmk ms<s;=r f;darkak'

my; oelafjkafka fþoh lshjd m%Yak j,g ms<s;=re imhk m%Yak fõ' fmr 

bf.k.;a oE isys lrñka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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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d¢ka ijka § mqkreÉpdrKh lrkak'

‘jd;h msg lsrSfïoS ndOdjlg ,la ù kef.k Yío’ folla tl <Õ fhfok úg msgqmiska 

;sfnk Yíoh" W.=rg nr oS lrk Yíohla fyj;a oAú;aj jH[ack Yíohla njg m;a fõ'

(1) 식당, 속담, 꽃집   (2) 답장, 옆집, 국수, 꽃가게

(3)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4) 메일에 답장이 없어요.

발음 WÉpdrKh P-23

정답   1. ④   2. ④   3. ③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저는                   에서 일을 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물고기에게 사료를 

주는 일입니다.

uu f.dúm,l jev lrkjd' WoEik isÿ l< hq;= m<uq jevh jkafka ud¿kag lEu fok tlhs'

 ① 과수원  ② 공사장

 ③ 양계장  ④ 양식장

2.

 

여름에는 가축들에게 더 신경을                   . 아침저녁으로 축사 청소도 하고 사료의 

상태도 자주 점검하십시오.

.sïydkfha § .jhkag jeä wjOdkhla ,nd Èh hq;= h' Wfoa yd iji  .j uvqj msßisÿ lr 

ks;ru wdydrfha ;;ajh mÍlaId lrkak'

 ① 꺼 봤습니다  ② 꺼야 합니다

 ③ 써 봤습니다  ④ 써야 합니다

3.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바다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  

야간작업을 할 때 필요한 집어등,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기 등이 있습니다.

uqyqfoa jev lrk úg Ndú;d lrk fndfyda WmlrK ;sfí' u;aiHka w,a,d .ekSfï§ Ndú;d lrk 

oe," rd;%S jev i|yd wjYH jk úÿ,s myk" ud¿ we,a,Sfï§  Ndú;d lrk oe, Wvg weo .kak 

Ndú;d lrk hka;%h hk oE ;sfí'

 ① 농업 도구  ② 건설업 도구

 ③ 어업 도구  ④ 축산업 도구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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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오늘 출고할 상품은 모두 준비됐지요?
  wo keõ.; lsÍug kshñ; NdKav ish,a,u iqodkï 

l,do@

칸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나갈 상품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Tõ fï me;af;a ;sfnk NdKav wo hjk NdKav fõ' 

;jo NdKav ish,a,u f,aLk.; l,d'

관리자  한번 봅시다. 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재고 파악이 
쉽겠네요. 수고했어요.

 fmdâvla n,uq' fyd|g ms<sfj,g ;sfnk ksid NdKa' 

fidhd.kak myiqhs' fydÈka  jevh l,d'

칸  아닙니다. 창고 정리는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
아요.

 keye bkafjkag%sh ilialrk tl jeo.;a fka'

관리자  그래요. 그럼 칸 씨가 창고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재

고도 얼마나 되는지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tfyuhs' tfykï áll uy;d l<uklrKhg 

áll Wojq fjkak' bkafjkag%sh fldmuK m%udKhla 

;sfnkjo lsh,;a mßlaIdlr n,kak'

47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NdKav f,aLkh wjfndaO lr.ekSu jeo.;a

1. 관리자는 무엇을 확인하고 있어요? l<ukdldr;=ud mßlaId lrkafka l=ulao'

2. 칸 씨는 무슨 일을 해야 해요? Ldka uy;d l=uk jevla l, hq;=o@

정답   1. 오늘 출고할 상품을 확인하고 있어요.  2. 창고 관리와 재고 확인을 해야 해요.

-고요 iy

uq,ska mejiq fohg wod,j 

;j;a hula mjik úg Ndú;d 

lrhs' uq,ska mejiq foh kej; 

fkdmjik úg fhfoa'

· 가: 이 노트북 어때요?

   fuu mß>klh 

fldfyduo@

  나:   가벼워서 좋아요.  

기능도 많고요. 

   nr ke;s ksid fyd|hs' 

l<yels foaj,ao 

fndfydahs'

· 가: 기숙사가 어때요?

   fkajdisld.drh 

fldfyduo@

  나:   조용해서 좋아요.  

방도 넓고요. 

   ksial,xl ksid fyd|hs' 

ldurh;a úYd,hs'

확인하다  mßlaId lrkjd

· 회의 내용을 제대로 정리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iñ;sfha wka;¾.;h ,shd 
;sfnkjdo lshd mßlaIdlr 
n,kak' 

· 거래처에 보낼 물건을 잘 
챙겼는지 확인해야 해요.

  .kqfokq lrejkag hjk 
NdKav iqodkï lr.;a;o 
lshd mßlaIdlr n,kak'

대화 1  ixjdoh 1
Track 145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jev l<ukdlrKh lsÍu w;a jerÈ mejiSu 

□jHdlrK  Ndú;h ioyd Wmfoia –는 것이 중요하다, –(으)ㄹ 것이다

□ jpk Ndú;h ioyd Wmfoia .nvd l<uKdlrKh" NdKav ksIamdokh

□ ixialD;sl f;dr;=re jev fmd< ;=, fyd| mqreÿ

my; oelafjkafka l<ukdldr;=ud iy Ldka uy;d w;r we;sjQ fonils'  

uq,skau fonig fojrla ijka§ kej; lshkak'

fyd|ska ijkaoS  wkq.ukh l<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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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한국어 표준교재

1) 창고 관리는 . 

2) 식품을 보관할 때는 . 

3) 밖에 물건을 둘 때는 .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는 것이 중요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는 것이 중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컨테이너

입고하다

덮개를 덮다

냉동 창고

관리하다

재고를 파악하다

온도를 유지하다

덮개를 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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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창고
iemhqï .nvdj

냉동 창고
YS;l< .nvdj

컨테이너
lkafÜkrh

입고하다
we;=,g f.fkkjd

출고하다
msg;g f.kshkjd

보관하다
wdrlaId lrkjd

저장하다
m%fõiï lrkjd

덮개를 덮다
jykjd

온도를 유지하다
WIaK;ajh md,kh 

lrkjd

재고를 파악하다
bkafjkag%sh y÷kd 

.kakjd

관리하다
l<ukdlrKh 

lrkjd

㉠ 컨테이너 ㉡ 입고하다 ㉢ 덮개를 덮다 ㉣ 냉동 창고 ㉤ 관리하다

① ⑤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 foi n,d .e,fmk jpkh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1  jpk ud,dj 1 창고 관리 .nvd l<ukdlrKh

my; oelafjkafka  l<ukdlrKg iïnkaO úúO jpk fõ' l=uk jpk 

;sfíoehs n,uq'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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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g iïnkaO lr hïlsis l%shdjla lsÍu jeo.;a hkak wjOdrKh lsÍug fhdod.

efka'

·   가: 식품 창고에서는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dydr .nvdfjys WIaK;ajh fyd¢ka mj;ajd .ekSu jeo.;a'

  나:   그럼 모든 식품을 같은 온도로 유지합니까?  
tfykï ish¨ wdydr iudk WIaK;ajfhka mj;ajd .kakjo@

· 가: 밖에 있는 물건에 덮개를 덮어 뒀어요. msg; ;sfnk NdKav wdjrKh lr ;enqjd'

  나: 네, 잘했어요.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fyd|hs' NdKav j,g ydkshla fkdjk mßÈ lsÍu jeo.;a'

mska;=r foi n,d ‘-는 것이 중요하다’ Ndú;dlr jdlH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는 것이 중요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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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 관리는                                                    .

.nvd l<ukdlrKh ^bkafjkag%sh wjfndaO lr.ekSu jeo.;a&'

재고를 파악하다

178   한국어 표준교재

1) 창고 관리는 . 

2) 식품을 보관할 때는 . 

3) 밖에 물건을 둘 때는 .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는 것이 중요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는 것이 중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컨테이너

입고하다

덮개를 덮다

냉동 창고

관리하다

재고를 파악하다

온도를 유지하다

덮개를 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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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을 보관할 때는                                                    .

lEu j¾. .nvd lrkúg ^WIaK;ajh md,kh lsÍu jeo.;a&'

온도를 유지하다

178   한국어 표준교재

1) 창고 관리는 . 

2) 식품을 보관할 때는 . 

3) 밖에 물건을 둘 때는 .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는 것이 중요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는 것이 중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컨테이너

입고하다

덮개를 덮다

냉동 창고

관리하다

재고를 파악하다

온도를 유지하다

덮개를 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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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밖에 물건을 둘 때는                                                    .

msg; NdKav ;nkúg tajd T;d ;eîu jeo.;a'

덮개를 덮다

정답   1)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덮개를 덮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 1  ixjdoh 1 -는 것이 중요하다 G47-1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얼굴이 좋아 보여요. i;=áka bkakjd jdf.hs'

가: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i;=áka bkakjd jdf.hs' fudllao isÿ jqfka@

나: 승진했어요. 일도 재미있고요. Wiiaùula ,enqjd' jev;a úfkdaohs'

‘-는 것이 중요하다’ wjfndaO jqkdo@ tfiakï fuu fhÿu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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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루  아! 이런 어떡하지…….
 wd '''''' fïlg fudlo lrkafka

지 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wehs fudlo jqfka@

바 루  실수로 반대쪽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 원목
은 못 쓰게 됐는데 어떡하죠?

  w;aje/oaolska úreoaO me;af;a isÿrla we;sjqkd'  

fï ,E,a, Ndú;d lrkak neßfjkjd fudlo 

lrkafka@ 

지 훈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거 같네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ju jevg mqreÿ ke;s ksid tfyu fjkak we;s' 

l,n, fjkak tmd' tal fjk;a jevlg .;a;yu 

yß' 

바 루  재단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

  uq, b|, wfh lrkjd kï fj,dj f.dvla .; 

fjkjd' 

지 훈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해 봅시다.

  tl;=fj,d  lrkjd kï blaukg bjr lrkak 

mq¿jka' kej; lr,d n,uq'

실수 w;aje/oao

· 술을 마시고 실수로  

사장님께 ‘아저씨’라고 

했어요.
  u;ameka mdkh lr w;aje/

oaolska iud.u whs;s 

mqoa.,hg udud hhs lsjd'

·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일을 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uq,skau fuu jevh wdrïN 

lrk úg jev.ek f.dvla 

okafka ke;s ksid w;ajer§ 

f.dvla l,d'

-(으)ㄹ 텐데 fjkak mq¿jka ksid
uq,ska mjik jdlHh wkqudk 
lsÍula jkd;r fojk jdlH 
m<uq jdlHh fya;= fldg f.k 
mjihs'

· 오늘 오후에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wo yji jyskak mq¿jka  
ksid l=vhla wrf.k hkak'

· 지금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텐데…….

  oeka n;a lEfõ ke;akï 
nv.sks fjkak mq¿jka 
ksid…….

정답   1. 구멍을 잘못 뚫었어요.  2. 재단을 할 거예요.

1. 바루 씨는 무슨 실수를 했어요? mre uy;d l=ulao isÿl, w;aje/oao'

2. 대화 후 두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l;dfjka miqj fofokd fudkjo lrkafka@

대화 2  ixjdoh 2
Track 146

mre uy;d iy ðyqka uy;d jevfmdf<a jev lrñka isáhs' fofokd l=uk 

l;djla lrñka isào uq,skau foni fojrla wikak'

fujr bjdka uy;d yd mre uy;d njg m;aù foni kej; lshjkak' fyd¢ka 

wid kej; lsfhjqjo@ tfiakï my;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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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원목을 재단하다
,S lmkak

연마하다/샌딩하다
h;=.dkjd

구멍을 뚫다
isÿrla úÈkjd

홈을 파다
ldKqjla lmkak

사포질하다
je,s lvodisfhka 

uÈkjd

도색하다
idhï .dkjd

도장하다
;Ska; .dkjd

줄자
fÜma máh

수평대
;sria w;g

직각자
fldaK udkh

   47과_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181

연습 2

2. ‘-(으)ㄹ 것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 ㄹ 것이다.’

1) 가:  오늘 도장 작업을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나: 네. . [문제 없다] 

2) 가: 직각자 못 봤어요?

 나: 아마 . [저쪽에 있다] 

3) 가: 오전에 원목 재단 작업이 다 될까요?

 나: 12까지는 . [끝나다] 

4) 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서류를 사무실에 내야 하는 거 맞죠?

 나: 아마 . [그렇다] 

→ → →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홈을 파다            원목을 재단하다            도장하다            연마하다            도색하다

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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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홈을 파다  원목을 재단하다  도장하다  연마하다  도색하다

1) 2) 3) 4) 5)

정답   1) 원목을 재단하다  2) 홈을 파다  3) 연마하다  4) 도장하다  5) 도색하다

어휘 2  jpk ud,dj 2 가구 제조 .Dy NdKav ksIamdokh

.Dy NdKav ksIamdokhg wod< m%ldYk fudkjoehs oek .ksuqo@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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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a fyda úfYaIK mohlg iïnkaO lr wkd.;fha§ isÿlrk fyda isÿjk jevla 

ms<sn|j wkqudk lsÍu i|yd Ndú;d flf¾'

자음 (jH[ack) → -을 것이다 모음 (iajr), 자음 ‘ㄹ’ (jH[ackh -ㄹ) → -ㄹ 것이다

먹다 → 먹을 것이다

읽다 → 읽을 것이다

보다 → 볼 것이다

살다 → 살 것이다

· 가: 도색 작업이 언제 끝날까요? ;’ka; .dk jefâ lSh fjoaÈ bjr fõúo@

  나: 3시까지는 끝날 거예요. 3 fjoaÈ kï bjr fõús'

· 내일부터 날씨가 맑을 것이다. fyg b|,d ld,.=Kh hym;a fõús'

· 앞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bÈßhg fldßhdfõ jev lrk úfoaYSh lïlrejkaf.a ixLHdj jeäfõús'

l¾;D m%:u mqreI jk wjia:dfõ§ l;d lrk mqoa.,hdf.a fÉ;kdj hkak m%ldY fõ'

·   나는 오늘부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uu wo isg fldrshka NdIdj uykais ù bf.k .kakjd'

‘-(으)ㄹ 것이다’ Ndú;d lsÍfuka ixjdoh iïmQ¾K lrka'

2. ‘-(으)ㄹ 것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오늘 도장 작업을 다 끝낼 수 있을까요?

  wo ;Ska; .d, bjr lrkak mq¨jkao

 나: 네,                                                                  . [문제 없다 .eg¿jla ke;]

2)  가: 직각자 못 봤어요?

  fldaK udkh ÿgqfõ keoao@

 나: 아마                                                                . [저쪽에 있다 T;k ;snqkd]

3)  가: 오전에 원목 재단 작업이 다 될까요?

  WoEik oej lemSfï lghq;= bjr l, yelso@ 

 나: 12까지는                                                          . [끝나다 wjidkh]

4)  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서류를 사무실에 내야 하는 거 맞죠?

  fï isl=rdod jk úg ,sms ld¾hd,hg NdrÈh hq;=hs fkao@

 나: 아마                                                                . [그렇다 Tõ]

정답    1) 문제 없을 거예요  2) 저쪽에 있을 거예요  3) 끝날 거예요  4) 그럴 거예요

문법 2  ixjdoh 2 -(으)ㄹ 것이다 G47-2

‘-(으)ㄹ 것이다’ f;areKdo@ ‘-(으)ㄹ 것이다’ Ndú;d lr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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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 nvq l¾udka; Yd,djl oekaùï mqjrejls' th lshjd m%Yakj,g ms<s;=re imhkak'

칭찬 게시판 meiisfï oekaùï

바루 씨를 칭찬합니다!
의자 만들 때는 구멍을 뚫는 것이
중요한데 바루 씨가 정확한 곳에
잘 뚫었어요. 정말 멋졌어요!
mre uy;dg m%Yxid lrñæ

mqgq iE§fï§ isÿre ú§u jeo.;a jk w;r" 

mre uy;d ksjerÈj isÿre ú§ug okakjd'  

th úYsIaghs'

민수 씨를 칭찬합니다!
탁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사포질을 해야 했는데 민수 씨가 탁
자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 줬어요.
ñkaiq  uy;dg m%ixYd lrñæ

fïifha ;;ajh fyd| ke;s ksid lsysm 

jrla th iqug lsÍug isÿjqk;a ñkaiq 

uy;d th b;du iqug f,i iEÿjd'

칸 씨를 칭찬합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칸 씨
가 미리 원목에 덮개를 덮어 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wms Ldka uy;dg m%ixYd lruqæ

iji jeiai jefgk nj lsjqj úg 

Ldka uy;d l,skau wdjrK fhÿ ksid 

.eg¨jla ;snqfKa keye'

정현 씨를 칭찬합니다!
입고된 상품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
데 정현 씨가 잘 정리해 줘서 금방 끝
났어요!
fcdka.a yahqka.ag m%ixYd lrñæ 

f;d. NdKav rdYshla ;snq ksid fjfyig 

m;ajqk;a fcdka.a yahqka.a uy;d fyd¢ka 

ms<sfh,lr ÿka ksidfjka blukg wjika 

jq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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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가구 공장의 게시판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is the bulletin board of a furniture factory.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①     ㉠

②     ㉡

③     ㉢

④     ㉣

  

1. 네 사람들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바루

칸

민수

정현

칭찬 게시판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바루 씨를 칭찬합니다!
의자 만들 때는 구멍을 뚫는 것이 
중요한데 바루 씨가 정확한 곳에 
잘 뚫었어요. 정말 멋졌어요!

칸 씨를 칭찬합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칸 
씨가 미리 원목에 덮개를 덮어 
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현 씨를 칭찬합니다!
입고된 상품이 너무 많아서 힘들
었는데 정현 씨가 잘 정리해 줘서 
금방 끝났어요!

민수 씨를 칭찬합니다!
탁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사포질을 해야 했는데 민수 
씨가 탁자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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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가구 공장의 게시판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is the bulletin board of a furniture factory.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①     ㉠

②     ㉡

③     ㉢

④     ㉣

  

1. 네 사람들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바루

칸

민수

정현

칭찬 게시판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바루 씨를 칭찬합니다!
의자 만들 때는 구멍을 뚫는 것이 
중요한데 바루 씨가 정확한 곳에 
잘 뚫었어요. 정말 멋졌어요!

칸 씨를 칭찬합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칸 
씨가 미리 원목에 덮개를 덮어 
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현 씨를 칭찬합니다!
입고된 상품이 너무 많아서 힘들
었는데 정현 씨가 잘 정리해 줘서 
금방 끝났어요!

민수 씨를 칭찬합니다!
탁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사포질을 해야 했는데 민수 
씨가 탁자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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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가구 공장의 게시판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is the bulletin board of a furniture factory.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①     ㉠

②     ㉡

③     ㉢

④     ㉣

  

1. 네 사람들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바루

칸

민수

정현

칭찬 게시판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판

바루 씨를 칭찬합니다!
의자 만들 때는 구멍을 뚫는 것이 
중요한데 바루 씨가 정확한 곳에 
잘 뚫었어요. 정말 멋졌어요!

칸 씨를 칭찬합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칸 
씨가 미리 원목에 덮개를 덮어 
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현 씨를 칭찬합니다!
입고된 상품이 너무 많아서 힘들
었는데 정현 씨가 잘 정리해 줘서 
금방 끝났어요!

민수 씨를 칭찬합니다!
탁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사포질을 해야 했는데 민수 
씨가 탁자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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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데 바루 씨가 정확한 곳에 
잘 뚫었어요. 정말 멋졌어요!

칸 씨를 칭찬합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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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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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사람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y;rfokd m%ixYd ,enqfha wehs@ .e<fmk mska;=rh iu. hd lrkak'

가구 공장의 게시판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① 바루 ② 칸 ③ 민수 ④ 정현

㉠ ㉣㉡ ㉢

정답   ① ㉢  ② ㉠  ③ ㉣  ④ ㉡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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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칭찬 노하우 
jevìu ;=< m%ixYd lsÍu 

직장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남녀 직장인 517명을 대상으로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칭찬

의 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정말 예쁘네요’ 또는 ‘멋있네요’가 45.7%로 1위, ‘역시 우리 회사

는 ◯◯ 씨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가 25.1%로 2위, ‘다 ◯◯ 씨 덕분이죠’가 24.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님, 정말 존경합니다’, ‘동안이시네요(어려 보이세요)’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이런 칭찬

을 많이 하느냐는 질문에는 ‘회식 자리에서 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았고, ‘평상시 틈틈이 한다’는 응답이 

4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성공적인 인간 관계를 만들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칭찬

의 말을 틈틈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lshd ia:dkfha l=ula lshkjd weiqfkakï i;=gg m;afjkjdo@  msßñ .eyeKq 571 fofkl=f.ka 

weiSug jvd;au leu;s meiiqu l=ulao lshd weiqjd' 45'7 la wo ,iaikhs ke;akï lvjiï hkak weiSug 

leu;shs mejiqjd' 25'1 wfma iud.u uy;d $ uy;añh ke;akï jevlrkak fkdyelshs hkak;a 24'2 

uy;d $ uy;añhf.a Wojqfjka hkak;a mejiqjd' fjk;a ms<s;=re w;r f.dvla .relrkjd" ;reKhsfka 

jeks ms<s;=re ;sfnkjd' l=uk wjia;dj,§ miikjdo hkakg 45'4 fNdack ika.%yj,§ f,i;a 43'3 

tÈfkod mjikjd hkqfjkq;a ms<s;=re ÿkakd'

iud.u ;=< wfkla fiajlhka iu. fyd| iïnkao;djhla mj;ajd.ekSug wjYHkï wfkla whj i;=gg 

m;alrjk m%Yxidjka lsÍu fyd| l%uhla fõ'

직장에서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jevfmdf,a§ weiSug leu;s joka 

45.7%

기타

fjk;a

‘오늘 정말 예쁘네요’

wo b;du w,xldrhs

‘우리 회사는 ◯◯ 씨가 없으

면 안돼요’

wfma iud.ug 

uy;d$uy;añh ke;akï 

jev lrkak neye'

‘◯◯님,  존경합니다’

uy;d$uy;añh Tng 

.re lrkjd

25.1%

24.2%

5%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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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① ② ③ ④

[2~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2.  ①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②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③ 제품만 차에 실으면 돼요.  ④ 상품 출고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3.  ① 제가 먼저 할게요. ② 민수 씨가 하고 있을 거예요.

 ③ 저는 샌딩 작업을 해 봤어요.  ④ 3시까지는 작업이 끝날 거예요.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ñksid lf<a l=ulao@

 ① 도색을 했습니다.  ② 사포질했습니다.

 ③ 원목을 운반했습니다.  ④ 원목을 재단했습니다.

5.   남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msßñ mqoa.,hd ms<sn|j .e<fmk fhÿu f;darkak'

 ① 실수를 했습니다.  ② 작업에 익숙합니다.

 ③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④ 앞으로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1.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fï fudllao@ 

Track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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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 ①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②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③ 제품만 차에 실으면 돼요.  ④ 상품 출고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3. ① 제가 먼저 할게요.  ② 민수 씨가 하고 있을 거예요.

③ 저는 샌딩 작업을 해 봤어요. ④ 3시까지는 작업이 끝날 거예요.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① 도색을 했습니다. ② 사포질했습니다.

③ 원목을 운반했습니다. ④ 원목을 재단했습니다.

5. 남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실수를 했습니다. ② 작업에 익숙합니다.

③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④ 앞으로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Track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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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u l;djg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jdlHhg ijka§ ksjerÈ mska;+rh f;dard.kak' fyd¢ka wid ksjerÈ ms<s;=r 

f;darkak'

wxl 2 yd 3 m%Yakhg ijka§ .e,fmk ms<s;=r f;dark m%Yakh fõ' wxl 4 yd 5 

l;djg ijka§ .e<fmk ms<s;=re f;drK m%Yakh fõ' fonig ijka§ug fmr 

fyd¢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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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줄자입니다. fÜma máh fõ'

 ② 남: 직각자입니다. fldaKudkh fõ'

 ③ 남: 수평대입니다. uÜgï ,Sh fõ'

 ④ 남: 도르래입니다. fndf,dlalh fõ'

2. 여: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요? msg;aùug ish,a, iqodkïo@

3. 남: 지금 누가 샌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oeka ljqo TmuÜgï lsÍu lrkafka@

4-5. 

여: 원목 재단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TmuÜgï lrkak f.dvla uykais jqkd fkao@

남:  아닙니다.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단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고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오래 걸려서…….

  we;a;gu keye' f.dvla Woõ l, ksid wudre jqfKa keye' tfy;a lemSu fyd¢ka l<doehs ud 

okafka keye' ld,h;a wfkla whg jvd .;jqkd'

여:  걱정 마세요.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되었던데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lror fjkak tmd' th b;d fyd|g ;sfnkjd' m<uqjr ksid ld,h udf.a jevls' jeämqr .; jQj;a 

mqreÿ jQQ miq blaukg lrkak mq¿jka'

남: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Tõ" f;arekd' fyd¢ka bf.k .kakï'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④  5. ④

1. 여: 아딧 씨, 거래처에 벌써 갔다 왔어요? 

  wdos;a uy;d" Tn oekgu;a fiajdodhl ia:dkhg .syska wdjdo@  

 남: 네,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어요. 수피카 씨는 창고 정리 다 했어요? 

   Tõ" uu is;=jdg jvd blaukska jev bjr jqKd' iqmsld uy;añh .nvd ldurh Tlafldu msßisÿ l,do@

 여: 네, 재고 목록도 모두 작성해서 반장님께 보여 드렸어요. 이따가 오후에 출고만 하면 돼요.

    NdKav ,ehsia;=jla  idod l<uKdldr;=udg fmkajd ÿkakd' ;j állska yjig nvq ksl=;a lrd kï 

yß'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여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ldka;dj l< hq;af;a l=ulao@  

 ① 거래처에 가야 합니다. ② 창고를 정리해야 합니다.

 ③ 재고를 파악해야 합니다. ④ 상품을 출고해야 합니다.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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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① 홈을 파고 있습니다. ②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③ 사포질을 하고 있습니다. ④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2. 창고에 식료품을 보관할 때는 알맞은 온도를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가공하는 ② 냉방하는 ③ 유지하는 ④ 입고하는

3.  가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원목을  일입니다. 용도에 맞게 

정확한 크기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도색하는 ② 샌딩하는 ③ 조립하는 ④ 재단하는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수 씨,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다면서요? 정말 서운해요. 

그동안 민수 씨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두 민수 씨를 좋아하는 거 

알죠? 항상 일을 빨리 끝내면 저희를 도와줬던 민수 씨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해도 짜증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받아 줘서 고마워요. 민수 씨는 정말 착하고 친절해서 다른 

곳에 가서도 잘 지내실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일하면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른 곳에 

가도 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꼭 연락할게요. 바루 씀

4. 위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민수 씨가 바루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② 바루 씨가 다른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③ 민수 씨가 바루 씨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④ 바루 씨는 민수 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민수 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구멍을 뚫었습니다.   ②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③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④ 동료들을 잘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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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① 홈을 파고 있습니다.  ②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③ 사포질을 하고 있습니다.  ④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다면서요? 정말 서운해요.

그동안 민수 씨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두 민수 씨를 좋아하는 거 알죠? 항상 일을 빨리 끝내면 저희

를 도와줬던 민수 씨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해도 짜증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받아줘서 고마워요. 민수 씨는 정말  

착하고 친절해서 다른 곳에 가서도 잘 지내실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일하면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다른 곳에 가도 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꼭 연락할게요.                                                                           - 바루 씀

ñkaiq uy;auhd" fjk;a ia:dkhlg udre l,d fkao@ we;a;gu ÿlhs'

ta ld,h ;=< ñkaiq uy;d ksid i;=áka jev lrkakg mq¿jka jqKd' jevmf,a fiajlhka ish¿u fokd ñkaiq uy;dg leu;s 

nj okakjo@ ks;ru jev blaukska wjika lrñka hq;=hs Woõ ,nd ÿka ñkaiq uy;d wu;l lrkak neye' ta jf.au jrola 

jqK;a ;ryd .kafka ke;sj iskd uqiq uqyqfKka isáhdg ia;+;shs' jev lrkd úg§ f.dvla f,dl= Yla;shla jqKd' fjk;a 

;eklg .sh;a ksfrda.Sj fyd¢ka bkak' wksjd¾fhkau flda,a lrkakï'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ó<Õg fþoh lshjd m%Yak j,g ms<s;=re imhkak'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ysia;ekg fhfok jvd;a ksjerÈ jpkh f;darkak'

2.

 
창고에 식료품을 보관할 때는 알맞은 온도를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nvdfõ wdydr øjH .nvd lrk úg ksjerÈ WIaK;ajh ^mj;ajd .kak& tl f.dvdla jeo.;a'

     ① 가공하는  ② 냉방하는  ③ 유지하는  ④ 입고하는

3.

 

가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원목을                          일입니다. 용도에  

맞게 정확한 크기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S nvq yok úg jvd;a l,ska l, hq;= jevh jkafka jydu ,S uek,d ^lmk& jevhhs' Ndú;h 

ksjerÈj mÍlaId lr m%udK wkqj lmk tl jeo.;a'

     ① 도색하는  ② 샌딩하는  ③ 조립하는  ④ 재단하는

EPS-TOPIK 읽기  lshúSu  

wxl 1 jdlHhg ijka § ksjerÈ mska;+rh f;dark m%Yakhlss' fyd¢ka ijka § 

ksjerÈ mska;+rh f;darkak'

wxl 2 isg wxl 3 olajd ysia;ekg fhfok ksjerÈ jpkh f;dark m%Yak fõ'    

fyd¢ka lshjd .e,fmk ms<s;=r f;darkak'

wxl 3 isg wxl 4 tla fþohla lshjd m%Yak j,g ms<s;=re imhk .eg¿jhs' fmr 

bf.k.;a oE isys lrñka m%Yakh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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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by; fþofha úia;rhg .e<fmk ms<s;=r f;darkak'

 ① 민수 씨가 바루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② 바루 씨가 다른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③ 민수 씨가 바루 씨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④ 바루 씨는 민수 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민수 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ñkaiq uy;d ms<sn| úia;rhg .e<fmk ms<s;=r f;darkak'

 ① 구멍을 뚫었습니다.  ②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③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④ 동료들을 잘 도와줍니다.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④  5. ④

정답   1. ④   2. ①   3. ②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원목을 다듬을 때에는 여러 번 사포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원목의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f,d.A ieliSfï§"" Tn fndfyda jdr .Kkla je,s ;eìh hq;=h’' tfia lsÍfuka""  f,d.a u;=msg 

^,siaik iq¿j& iqug lsÍug yelsh’'

 ① 딱딱한  ② 매끄러운

 ③ 딱딱하게  ④ 매끄럽게

2.

 

저는 가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가 하는 일은 나무를  

                        페인트칠을 하는 것입니다.

uu .Dy NdKav iE§fï l¾udka; Yd,djl jev lrkjd' lïyf,ys ud lrk jevh jkafka ,S 

^lemSu& iy ;Ska; wdf,am lsÍuhs'

 ① 자르고  ② 잘라도

 ③ 자르니까  ④ 잘랐지만

3.   다음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i|yka fPoh lshjd l=ula ms<sn|j lshfjkafka oehs f;dardkak'

제가 하는 일은 창고 관리입니다. 창고에 입고되는 상품과 출고되는 상품을 확인해서 기록

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재고를 파악하는 것도 제 일입니다. 

uu lrk jevh kï .nvd l<uKdlrKhhs' .nvdjg we;=,;a lrk yd msg lrk NdKav mÍlaId 

lr jd¾:d l, hq;=hs' tfukau NdKav j, f;d. fidhd ne,Suo jev j,g wh;ah'

 ① 근무 조건  ② 업무 내용

 ③ 작업 결과  ④ 근무 기간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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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훈  어! 투안 씨, 괜찮아요?
  wd ;=ka uy;d" fyd|ska fkao@

투 안  네, 모서리 맞추려고 한 건데. 큰일 날 뻔했네요.
  Tõ" fl,jr yßhg yokak lsh, yeÿfõ'  

;j fmdâfvka f,dl= wk;=rla fjkjd'

지 훈  저도 프레스 작업 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프레스 기
계가 워낙 무거우니까 조금만 방심을 해도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작업할 때 집중하고 특히 손 조심하고요.

  uu;a uqøK jev lr, ;=jd, fj,d ;shkjd" uqøK 

WmlrK f.dvla nr ksid fmdâvla yß tydfuyd jqk;a 

f,dl= wk;=rla fjkak mq¿jka" jev lrk úg m%fõiï 

fjkak" úfYaIfhkau w; mßiaiï lr.kak

투 안  계속 조심했는데 잠깐 딴생각을 하는 바람에…….
  È.gu mßiaiñka jev l,;a ál fj,djlg fjk;a 

fohla .ek ys;mqq álg'

지 훈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요.
  f.dvla mqÿu fj,d jf.a yskao áll úfõl wrf.k 

jev lrkak'

워낙 f.dvla

· 이 기계는 워낙 오래돼서 

바꿔야 해요.

  fuu WmlrKh f.dvla 

mrK tlla yskao udre 

lrkak ´fka'

-는 바람에 ksid

bÈßfhka mjik l%shdj miqj 
we;sjk isÿùug fya;=j$ uq,h 
jkúg Ndú;d lrk fhÿuls'

· 길이 너무 막히는 바람에 
늦었어요.

  mdf¾ f.dvla ;onoh jeä 
ksid m%udo jqkd'

·  비가 오는 바람에 야유회
가 취소되었어요. 

  jeiai ksid pdrsldj wj,x.= 
jqkd'

48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jd,hla isÿ fkdjkak mßiaiï fjkak

1.   투안 씨는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다쳤어요?  

;=wka uy;d mafriaia jev lr,d ;=jd, jqkdo@

2.   프레스 작업을 할 때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해요? 

mafriaa jev lrk úg jvd;au m%fõiï úhhq;= foh l=ulao@

정답   1. 아니요, 다칠 뻔했어요.  2. 손을 조심해야 해요. 

대화 1  ixjdoh 1
Track 148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WmlrK j,ska jev lrk úg mßiaiï 

úhhq;= wdldrh mejiSu $ wjodkï wjia:d 

u.ye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ㄴ 적이 있다/없다, -지 않도록 조심하다

□ jpk Ndú;h ioyd Wmfoia WmlrK j,ska lrk jev $ úkdYhka

□ ixialD;sl f;dr;=re jevfmdf<a wk;=re

ðyqka uy;d ;=wka uy;dg jev lrk úg m%fõiï úh hq;= wdldrh .ek lshd 

foñka isáhs

fyd|ska ijkaoS  wkq.ukh l<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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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기계
uqo%K WmlrKh

구부리다
kjkjd

찍어 내다
t,shg .kakjd

선반 기계
,shjk mÜg,h

갈다
TmuÜgï lrkjd

도려내다
lvkjd

파내다
ydrkjd

밀링 기계
we,s lemSfï hka;%h

깎다
lmkjd

용접하다 
mdiaikjd

절단하다
lmd oukjd$  

brkjd

조립하다
tl;=lrkjd

보기

1. 기계에 맞는 작업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WmlrKhg .e,fmk jdlH Woyrkj,ska f;dard oukak'

프레스 선반 밀링 기타

 갈다 구부리다 깎다 조립하다

 절단하다 도려내다 파내다 찍어 내다

정답   프레스: 구부리다, 찍어 내다   선반: 갈다, 도려내다, 파내다  밀링: 깎다, 절단하다  기타: 조립하다

어휘 1  jpk ud,dj 1 기계 작업 WmlrK j,ska lrk jev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mlrKj, l=uk j¾. ;sfío@ tfukau tu WmlrK Ndú; lrk wdldrh 

iïnkaO l=uk jpk ;sfíoehs fidhd n,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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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ㄴ 적이 있다/없다’ hkak l%shd mohlg iïnkaO fldg hïlsis ld¾hhla isÿ lsÍug wod< 

w;a±lSula ;sfío keoao hkak m%ldY lsrSfïoS fyda úuiSfïoS fhdod .efka'

자음 (jH[ack) → -은 적이 있다/없다 모음 (iajr), 자음 ‘ㄹ’ (jH[ackh -ㄹ) → - ㄴ 적이 있다/없다

입다 → 입은 적이 있다/없다 
보다 → 본 적이 있다/없다 

살다 → 산 적이 있다/없다 

· 가: 리한 씨, 이 선반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ßydka uy;a;hd" ,shjk mÜg,h mdúÉÑ lrkak mq¿jkao@

  나: 네, 전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Tõ' óg l,ska mdúÉÑ lr,d ;sfhkjd'

· 가: 투안 씨는 이 작업복 처음 입어 보지요? ;=wka uy;a;hd fï rdcldß we÷u uq,skau fkao w¢kafka@

  나: 아니요, 전에 입은 적이 있어요. keye' l,ska we|,d ;sfhkjd'

· 가: 바루 씨,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mdre uy;a;hd' fÊcq ¥m;g .sys,a,d ;sfhkjo@

  나: 아니요, 가 본 적이 없어요. keye' .sys,a,d keye'

18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가: 용접을 해 봤어요?

 나: 네, . 

3) 가: 물건을 포장할 수 있어요?

 나: 네, . 

1) 가: 철근을 조립할 수 있어요?

 나: 아니요, . 

1.   기계에 맞는 작업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atch each machine to the corresponding type of work from the box.

프레스 선반 밀링 기타

2. 그림을 보고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ㄴ 적이 있다/없다.’

×

갈다 구부리다   깎다  조립하다

절단하다  도려내다  파내다  찍어 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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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ㄴ 적이 있다/없다’ mska;=rh foi n,d Ndú;dlr foni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3)

가: 철근을 조립할 수 있어요? ßn¾ tl tl;= lrkak mq¨jkao@

나: 아니요,                                          . keye" l,ska tl;= lr,d keye'

가: 용접을 해 봤어요? fj,aäka lr,d ;shkjo@

나: 네,                                          . Tõ" je,aäka lr,d ;shkjd'

가: 물건을 포장할 수 있어요? NdKav wiqrkak mq¨jkao@

나: 네,                                          . Tõ" NdKav wiqr,d ;sfnkjd'

정답   1) 조립한 적이 없어요  2) 용접한 적이 있어요  3) 포장한 적이 있어요

문법 1  ixjdoh 1 -(으)ㄴ 적이 있다/없다 G48-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ㄴ 적이 있다’ iy ‘-았/었-’

‘-(으)ㄴ 적이 있다’ iy ‘-았/었-’ -'folu w;S;fha hula mjik w;r ‘-(으)ㄴ 적이 있다’ úfYaI 

w;aoelSula fyda w;S;fha isÿl,;a oeka isÿ fkdlrk l%shdjla oelaùug Ndú; lrhs" ‘-았/

었-’  w;S;fha isÿjq fohla iy fï jk úg wjika jq fohla oelaùug Ndú;d lrhs'

·  밥을 먹은 적이 있다.(X) 밥을 먹었다.(O)

·  혼자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있다.(O)

‘-(으)ㄴ 적이 있다/없다’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iakï mska;+rh foi 

n,ñka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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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한  앗, 뜨거워!
 wd msÉfpkjd'

투 안  어,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리한 

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주세요.
  T" w; msÉÑ,d jf.hs' fudlo lrkafka' ßyka 

uy;d fy,fjkafka ke;=j Tfydu bkak' 

ñfhdx uy;añh whsia álla blaukg wrf.k 

tkak

미 영  여기 얼음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투안 씨, 빨리 가

서 공장장님께 말씀 드리세요.
  fukak whsia" uq,skau fïflka md,kh lr,d 

blaukg frday,g hkak ´fka" ;=wka uy;d 

blaukg .sys,a, l,ukdlr;=udg lshkak'

투 안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Tõ" tajf.au mdiaik WmlrKh ;ju;a riafka 

ksid ñfhdx uy;añh;a ;=jd, fkdfjkak 

mßiaiï fjkak'

가만히 kslka

fi,fjkafka ke;sj fyda 

l;d lrkafka ke;sj

· 휴가 때 다리를 다쳐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ksjdvq ojiaj, ll=, 

;=jd, fj,d fi,fjkafka 

ke;sj we| Wvg fj,d 

ysáhd'

부터 biafir,d

l=uk fyda jevla wdrïNh 
uq, olajhs

· 우리 밥부터 먹고 일을 
시작할까요?

  n;a ld,d jev mgka 
.ïuqo@

· 청소부터 하고 빨래를  
하는 게 좋겠어요.

  msßiqÿ lr,d frÈ  
fidaouqo@

1. 리한 씨는 어떻게 하다가 팔을 다쳤어요? 

 ;=wka uy;d l=ula lsÍfïoSo w; ;=jd, jqfka@

2. 미영 씨는 투안 씨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어요? 
 ñfhdx uy;añh ;=wka uy;dg fudkjo f.k;a ÿkafka@

정답   1.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2. 얼음을 가져다주었어요.

대화 2  ixjdoh 2
Track 149

ßydkaa uy;d jevlrk .uka ;=jd, jqkd" ;=jdka uy;d yd ñfhdaka.a uy;d 

ßydka uy;dg l=ula mjikjo lshd fonig fojrla ijka § kej; lshkak'

fyd|ska ijkaoS  wkq.ukh l<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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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잘리다
weÕs,a, lefmkjd

손가락이 끼이다
weÕs,a, ysrfjkjd

손가락이 베이다
weÕs,a, ;ef,kjd

손가락이 데다
weÕs,a, msÉfpkjd

발이 깔리다
we; ysrfjkjd

못에 찔리다
weKhg wefkkjd

유리가 박히다
ùÿrejg lefmkjd

화상을 입다
.sks .kakjd

찰과상을 입다
yu ;=jd, fjkjd

가스에 중독되다
.Eia j,g wyqfjkjd

   48과_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91

연습 2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지 않도록 조심하다’를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Create conversations using ‘-지 않도록 조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손가락이 데다

찰과상을 입다

못에 찔리다

손가락이 베이다

손가락이 잘리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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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손가락이 데다 ㉡ 찰과상을 입다 ㉢ 못에 찔리다 ㉣ 손가락이 베이다 ㉤ 손가락이 잘리다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2  jpk ud,dj 2 재해 úkdYh

jevlrk w;r;=r wk;=rla fj,d ;sfnkjo@ wk;=re yd iïnkao jpk úuida 

n,uq@

by; bf.k .;a jpk kej; u;la lr m%Yakj,g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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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조심하다’ hkak l%shd mohlg iïnkaO lr bÈßfhaoS hï lghq;a;la lrk úg hï 

;;a;ajhla isÿ fkdjk f,i m%fõYï úu iy j.n,d .ekSu hk w¾:fhka fhdod .efka'

· 가: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tfykï" jefâ mgka wrka n,uqo@

  나: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riafk ksid ms<siai’ulaa ke;s fjk f,i m%fõYï jkak'

· 가: 어, 여기 유리 조각 있네. wd" fu;k leäÉp ùÿre lE,s ;shkjfka'

  나: 밟지 않도록 조심해. 얼른 치워야겠다. fkdmEf.kak m%fõYï jkak' blaukskau wialrkak ´fka'

wikakd hïlsis l%shdjla wksjd¾hfhkau bgqùu n,dfmdfrd;a;=fjka Wmfoila §fï§;a ‘-도

록 하다’ fhdod.efka'

·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도록 하세요. fi!LH .ek is;d Èkm;d jHdhdu lrkak'

문법 2  ixjdoh 2 -지 않도록 조심하다 G48-2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죽을 뻔했어요. uefrkak .shd'

가: 이 많은 짐을 혼자 다 옮겼어요? fï Tlafldu nvq ;kshu wrka .sho@

나: 네, 죽을 뻔했어요. Tõ’ uefrkak .shd'

mska;+r n,‘-지 않도록 조심하다’ Ndú;d fldg ixjdoh iïmQ¾K lrkak'

.

2. 그림을 보고 ‘-지 않도록 조심하다’를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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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답  1)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 유리가 박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   가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 않도록 조심하다’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mska;=r foi n,d 

bf.k.;a jHdlrK Ndú;d lr l;d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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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9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작업을 할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보기>처럼 주의할 것을 알려주세요.
What types of caution should be exercised at work? Give caution concerning possible work-related injuries as follows.

1) 

2) 

3) 

4) 

보기

프레스 기계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192 6/11/2014   9:17:39 AM

1) 

2)

3)

4)

작업을 할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보기>처럼 주의할 것을 알려주세요.
jev lrk úg mßiaiï úh hq;af;a flfiao@ WodyrKfha oelafjk f,i m%fõiï úh hq;= foaj,a lshd,d 

fokak'

정답    1) 망치로 못을 박을 때는 못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 밴딩기로 포장할 때는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 용접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 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찰과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활동  l%shdldrlï 

WodyrK
프레스 기계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uqo%K WmlrKh Ndú;d lrk úg 

weÕs,s lefmkafka ke;s fjkak 

m%fõiï fj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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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사고
jevmf,a wk;=re

작업장 사고 jevmf,a wk;=re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것 wk;=rla we;sjQúg wjYHjk foaj,a

소화기 사용 방법 .sks ksjk WmlrKh Ndú;dlrk wdldrh

붕괴 사고
lvdjeàfuka jk 

wk;=re

소화기
.sksksjk WmlrKh

비상벨
wk;=re weÕùfï 

fnf,l

비상구
yÈis msgùfï fodrgqj

 

감전 사고
úÿ,s ir je§fuka jk 

wk;=re

추락 사고
jeàfuka isÿjk 

wk;=re

누전 사고
úÿ,s mßm; ksid 

isÿjk wk;=re

낙하 사고
jeàfuka isÿjka 

wk;=re

폭발 사고
msmsÍfuka isÿjk 

wk;=re

화재 사고
.skafkka isÿjk 

wk;=re

가스 누출 사고
.Eia msgùfuka isÿjk 

wk;=re

①

②

③

안전핀을 뽑고

wdrlaIs; mska tl bj;a 
lr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불에 접근

iq,ka yuk ÈYdfjka .skaor 

msúiSu

위에서 아래로 소화

by, isg my,g .sks ksjkak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

.sks mqmqre ;sfnkjo mßlaId 
lr n,kak

앞쪽의 불부터 소화

biairy ;sfnk .skaorj, isg 
ksùu wrUkak

충분히 많은 소화기를 한번에 사용

we;s ;rï .sksksjk 

WmlrK tljr Ndú;d 

lrkak'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충전함

Ndú; l, .sks ksjk 

WmlrKh kej; mqrjd ;nkak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고

ngh .skaor ;sfnk 

foig fhduqlr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쥔다

w;ska w,a,k fldgi 

fydÈka ;o lrkak'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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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my; mska;=rh foi n,d .e,fmk ms<s;=r f;darkak'

tlu l;djg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슨 작업을 합니까? msßñ mqoa.,hd l=uk /lshdjla lrkjo@

 ① 용접  ② 선반

 ③ 밀링  ④ 프레스

5.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wk;=re wvqlsÍug kï l=ula l, hq;=o@

 ① 빨리 움직여야 해요.  ② 자주 사용해 보면 돼요.

 ③ 다른 작업을 함께 해야 해요.  ④ 작동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2~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  ① 네, 할 거예요.  ② 네, 하고 싶어요.

 ③ 네, 할 수 없어요.  ④ 네, 한 적이 있어요.

3.  ① 깁스를 하세요.  ② 찜질을 하세요.

 ③ 밴드를 붙이세요.  ④ 파스를 붙이세요.

Track 150

① ② ③ ④

19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2~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 ① 네, 할 거예요.  ② 네, 하고 싶어요.

③ 네, 할 수 없어요.   ④ 네, 한 적이 있어요.

3. ① 깁스를 하세요.  ② 찜질을 하세요.

③ 밴드를 붙이세요.  ④ 파스를 붙이세요.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슨 작업을 합니까?

① 용접        ② 선반  

③ 밀링  ④ 프레스

5.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① 빨리 움직여야 해요.  ② 자주 사용해 보면 돼요.

③ 다른 작업을 함께 해야 해요. ④ 작동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Track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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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mska;=rh foi n,d .e,fmk jpkh f;dark m%Yakhhs" wxl 2 yd 3  

tlsfklg .e,fmk jpkh f;dark m%Yakhs" m%Yakj,g ijka §ug ijkaoSug 

fmr tla jrla ms<s;=re lshjd n,kak"

4 iy 5 msßñ mqoa.,hdf.a l;jg ijka§ .e,fmk ms<s;=r f;drK m%Yakhhs" 

ijkaoSug fmr  m%Yak yd ms<s;=re j, wka;¾.;h fydÈ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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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갈아요. fjkia lrkjd' ② 여: 깎아요. wvqlrkjd'

 ③ 여: 절단해요. lmkjd' ④ 여: 찍어 내요. .kakjd'

2. 남: 밀링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fj,aäx jev lr,d ;sfnkjo@

3. 남: 손가락이 베였어요. uf.a weÕs,s lemqkd'

4-5. 남: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

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생각을 하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

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uu jevfmdf<a uqøK jevla lrkjd' uqøK WmlrKh wk;=re odhl jqk;a l%shdlrjk wdldrh 

fydÈka oekf.k mßiaiug l%shd;aul lrkjdkï wk;=re wvqlrkak mq¿jka' jev lrk úg 

fjk foaj,a is;Su fyda wk;=re wvqlrk WmfoaY wkq.ukh fkdlf,d;a f,dl=jg ;=jd, 

fjkak mq¿jka ksid m%fõiï úh hq;=h' uSg l,ska ug;aa ;=jd, jq wjia:djla ;snqkd' ;=jd, 

fjkak fmdä fj,djhs hkafka'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④  5. ④

1. 남: 수피카 씨, 밴딩 작업은 끝났어요? iqmsld uy;añh" md¾i,a lrk jefâ bjro@

 여: 아니요, 밴딩기 작동이 잘 안 돼서요. 지금 점검하려고 전원을 껐어요. 

   md¾i,a lrk hka;%h yßhg l%shd;aul fjkafka kE' oeka mÍlaIK lghq;= i|yd hka;%h l%shd 

úrys; lrkjd'

 남: 밴딩기는 전원을 끈 후에도 뜨거우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점검하세요.  

   md¾i,a lrk hka;%h l%shd úrys; l,miqj;a riakh ksid ;j;a fõ,djla n,d isg bkamiq mÍlaId 

lr n,kak'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다음 중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my; i|yka oE w;ßka wka;¾.;h yd iudk foaj,a f;darkak'

 ① 남자는 밴딩기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② 여자는 밴딩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③ 밴딩기는 전원을 켜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④ 밴딩기가 뜨거우면 식힌 후에 점검해야 합니다.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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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과_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9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선반 기계예요. ② 밀링 기계예요.

 ③ 용접 기계예요. ④ 프레스 기계예요.

2.  ① 못에 찔렸어요. ② 화상을 입었어요. 

 ③ 유리가 박혔어요. ④ 찰과상을 입었어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프레스 기계로 같은 모양을 여러 개  수 있습니다. 

① 깎을 ② 파낼 ③ 구부릴 ④ 찍어 낼

4. 작업을 하다가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① 찰과상을 입는  ② 유리가 박히는

③ 손가락이 잘리는  ④ 가스에 중독되는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공장에는 여러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 덕분에 일하는 것이 더 쉬워졌지만 

위험한 기계도 많아서 손가락이 잘리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도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신경을 쓰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공장에는 위험한 기계도 많이 있다.

② 사고가 나면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

③ 기계를 사용하면 일이 더 어려워진다.

④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연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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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찰과상을 입는  ② 유리가 박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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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 ① 선반 기계예요.  ② 밀링 기계예요.

③ 용접 기계예요.  ④ 프레스 기계예요.

2. ① 못에 찔렸어요.  ② 화상을 입었어요.

③ 유리가 박혔어요.  ④ 찰과상을 입었어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프레스 기계로 같은 모양을 여러 개                     수 있습니다.
uqo%K hka;%fhka tlu yevhg lsysmhla lmkak mq¿jka'

     ① 깎을  ② 파낼  ③ 구부릴  ④ 찍어 낼

4.

 
작업을 하다가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jev lrk w;r .eia j,g yqreùu je,laùug ks;ru jd;hg ksrdjrKh úh hq;=h'

     ① 찰과상을 입는  ② 유리가 박히는 ③ 손가락이 잘리는  ④ 가스에 중독되는

공장에는 여러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 덕분에 일하는 것이 더 쉬워졌지만 위험한 기계도  

많아서 손가락이 잘리거나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도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신경을 쓰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jevfmdf<a úúO wdldrfha hka;% ;sfí" fujeks hka;% ksid jev myiqjqk;a wk;=reodhl 

hka;%;a nyq, ksid weÕs,s lemSu fyda ms,siaisï jeks wk;=re;a ál ál we;sfjkjd" jev lrk 

úg ieuúgu wjOdkfhka wk;=rla fkdùug j.n,d .;hq;=hs'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ó<Õg .eg¨jg ms<s;=re imhkak'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fufu ,smshg wod,j ksjerÈ fhÿï f;darkak'

① 공장에는 위험한 기계도 많이 있다. ② 사고가 나면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

③ 기계를 사용하면 일이 더 어려워진다. ④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연습을 해야 한다.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④  5. ①

EPS-TOPIK 읽기  lshúSu  

wxl 1 iy 2 mska;=rh foi n,d .e,fmk fhÿu f;drk m%Yak fõ" by; 

bf.k.;a jpk h,s;a u;la lr.ksñka m%Yakj,g ms<s;=re imhkak'

wxl 3 yd 4 m%Yakhg .e,fmk fhÿu f;dark m%Yak fõ" wxl 5 ,smsh lshjd 

m%Yakhg .e,fmk ms<s;=r f;dark m%Yak 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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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d¢ka ijka § mqkreÉpdrKh lrkak'

‘ㄷ, ㅌ’ y,alsr’ulg miq msgqmiska ‘ㅣ[i]’ iajrh meñfKk wjia:dfõ" ‘ㄷ, ㅌ’ wËr [ㅈ], [ㅊ] f,i 

WÉpdrKh lrhs'

(1) 굳이, 맏이, 미닫이, 해돋이  (2) 같이, 밭이, 낱낱이, 붙이다

(3) 같이 식사하러 갈까요? (4) 여기에 우표를 붙이세요.

(5) 저는 우리 집의 맏이예요. (6) 저는 올해 1월에 해돋이를 봤어요.

발음 WÉpdrKh P-24

[1~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발목을 삐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준                을/를 가지고 약국에서 약과 

파스를 샀습니다.

j<¨lr W¨lal= jQ ksid frday,g .shd frdayf,a§ ÿka fnfy;a ,hsia;=j /f.k Tiqie,g f.dia 

T!IO iy me,eia;r ñ,g .;a;d'

 ① 이력서 ② 증명서 ③ 신청서 ④ 처방전

2.

 

젖은 손으로 전기 기계나 전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f;; iys; w;a j,ska úÿ,s hka;% fyda úÿ,s /yeka we,a,Sfuka j,lskak' ^úÿ,s ier je§ï& 

jeks wk;=re isÿ úh yel'

 ① 붕괴 ② 추락 ③ 감전 ④ 충돌

3.

 

작업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칼이나 절단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때에는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jev lrk fuj,ï Ndú;d lsÍfï§ ks;ru m%fõiï úh hq;=hs' úfYaIfhka msys iy lefmk ;, 

Ndú; lrñka NdKav ^lemSfï§& w; ;=jd, fkdjk f,i m%fõiï'

 ① 붙일 ② 자를 ③ 접을 ④ 그릴

4.

 

소화기를                 우선 안전핀을 뽑아야 합니다. 그 다음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움켜쥐면 됩니다.

.sks ksjk hka;%h ^Ndú;d lsÍug kï&" m%:ufhka wdrlaIs; l+r$weKh bj;a l< hq;=h'

 ① 옮기려면 ② 사용하려면 ③ 옮기면서 ④ 사용하면서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정답   1. ④   2. ③   3. ②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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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아딧 씨, 보호구 모두 착용했지요?
  wÈ;a uy;auhd" wdrlaIl WmlrK Tlafldu 

me<|.;a;d fkao@ 

아   딧  네, 안전모도 쓰고 안전장갑도 꼈어요.
  Tõ" wdrlaIs; ysiajeiqu od, wdrlaIs; w;a fïia 

od.;a;d'

관리자  좋아요. 그런데 안전모 끈은 조금 더 조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안전대도 꼭 착용하세요.

  fydohs" ta jqk;a wdrlaIl ysia jeiafï máh 

álla ;j ;og ;sfhk tl fyd|hs" ta jf.au wo 

by< ia:dkhl jev l,hq;= ksid wdrlaIl má;a 

wksjdrfhkau m<¢kak' 

아   딧  네, 알겠습니다. Tõ" f;areKd' 

관리자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안전화를 
안 신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 " kuq;aa wehs wdrlaIl im;a;= me<÷fõ ke;af;a@ 

wdrlaIl im;a;= m<Èkafka ke;akï ll=, ;=jd, 

fjkak mq¿jka'

아   딧  어! 깜빡했네요. 바로 갈아 신을게요.
 ´" wu;l jqKdfka" blaukska udre lr,d od.kakï'

     갈아 신다 udrelr me<£u
fjk;a mdjyka hq.,hla 
udre lr me<£uhs' we÷ula 
udre lr me<£u 갈아입다  
 .uka lsÍfï l%uh udre 
lsÍfï§ 갈아타다 hkak 
Ndú;d lrhs'

· 산책할 때는 편한 신발로 
갈아 신으세요.

  Tn weúÈk úg" ieye,aÆ 
im;a;= j,g udre lr 
m<¢kak'

깜빡하다 tla jr wu;l jQjd

u;lh ke;s ùu fyda tlajr 

isyshg fkdmeñKsu

· 보호구를 챙기는 것을  

깜빡했어요.
  wdrlaIl WmlrK me<£ug 

wu;l jQjd'

49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wdrlaIs; im;a;= m<Èkafka ke;akï ;=jd, fjkak mq¿jka 

1. 아딧 씨는 무슨 보호구를 착용해야 해요? wÈ;a lskï wdrlaIs; WmlrK me<¢h hq;=o@

2. 아딧 씨는 왜 안전화를 안 신었어요? wÈ;aa wehs wdrlaIs; im;a;= me<÷fõ ke;af;a@

정답   1.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대를 착용해야 해요.  2. 안전화를 신는 것을 깜빡했어요.

대화 1  ixjdoh 1
Track 151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wk;=reodhl ;;ajhkaf.ka je<lSu" 

wk;=re.ek wk;=re yeÕù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ㄹ 수 있다, –기 때문에

□ jpk Ndú;h ioyd Wmfoia wdrlaIl WmlrK" jevìfï isÿjk wk;=re 

□ ixialD;sl f;dr;=re YÍr fldgia iy wdrlaIs; WmlrK 

my; oelafjkafka l<uKdldÍ;=ud iy wÈ;aa uy;df.a ixjdohhs' 

l<uKdldÍ;=ud wÈ;a uy;d wdrlaIs; WmlrK ish,a, me<÷jd oehs mÍlaId 

lrñka isáhs' m%:ufhkau ixjdohg fojrla ijka § wkq.ukh lrkak'

fyd|ska ijkaoS wkq.ukh l,d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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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다
m<¢kjd

보호복
wdrlaIs; we÷u

안전모
wdrlaIs; ysiajeiqu 

용접면
fj,aäka uqyqKq 

wdjrKh 

보안면
wdrlaIs; uqyqKq 

wdjrKh 

보안경
wdrlaIs; weia 

lKakdä 

마스크
uqL wdjrKh

귀덮개
wdrlaIs; lka wdjrKh 

귀마개
lka wdjrK wenh

안전대
wdrlaIs; máh 

목장갑
frÈ w;a wdjrKh 

안전화
wdrlaIs; im;a;= 

안전장갑
wdrlaIs; rn¾ w;a 

wdjrKh 

안전장화
wdrlaIs; nQÜ 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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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가: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나: 네. 귀마개를 안 하면 . 

2) 가: 안전장갑을 꼭 껴야 돼요? 

 나: 네. 안전장갑을 안 끼면 .  

3) 가: 안전화를 꼭 신어야 돼요? 

 나: 네. 안전화를 안 신으면 .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사진을 보고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귀마개

보호복

마스크

안전장화

목장갑

귀를 다치다

손을 다치다

발을 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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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마개 ㉡ 보호복 ㉢ 마스크 ㉣ 안전장화 ㉤ 목장갑

① ⑤② ③ ④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 n,d ksjerÈ jpkh iu.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1  jpk ud,dj 1 보호구 wdrlaIs; WmlrK

wdrlaIs; WmlrK lskï oE ;sfío@ wdrlaIs; WmlrK j¾. ms<sn| oek 

.ksuqo@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ai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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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g iïnkaO lr hïlsis l%shdjla isÿùug we;s yelshdj ñka woyia flf¾' wfkla 

mig ±kqu ms<sn| úuiSfï§ o fhdod.; yel'

자음 (jH[ack) → -을 수 있다 모음 (iajr), 자음 ‘ㄹ’ (jH[ackh -ㄹ) → -ㄹ 수 있다

늦다 → 늦을 수 있다

입다 → 입을 수 있다

다치다 → 다칠 수 있다

만들다 → 만들 수 있다    

· 가: 택시를 타고 갈까요? gelais tll keÕ,d huqo@

  나:  지금 차가 막히는 시간이라서 택시를 타면 더 늦을 수 있어요.   

 ±ka jdyk ;ono fj,dj ksid gelais tll keÕ,d .sfhd;a ;j m%udo fjkak mq¿jka'

· 가: 보안경을 안 쓰면 눈을 다칠 수 있어요. 

 wdrCIl Wmeia hqj,la mdúÉÑ fkdl<fyd;a weia ;=jd, fjkak mq¿jka'

  나: 네, 알겠습니다. 꼭 쓸게요. Tõ' f;areKd' wksjd¾hfhkau mdúÉÑ lrkakï'

· 가: 용접면을 꼭 써야 돼요? mEiaiqï uqyqKla wksjd¾hfhkau mdúÉÑ lrkak ´fko@

 나: 그럼요.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Tõ' uqyqK ms<siafikak mq¿jka'

대조적 정보 fjk;a f;dr;=re

hï ld¾hhla lsr’ug we;s yelshdj m%ldY lsr’fïo’ isxy, NdIdfjka zghslafjdkafvd 

mq¿jka'Z hkafkys zmq¿jkaZ hkak fhdodf.k zyelshdj we;Zhs w¾: .kajk kuq;a 

fldrshdkq NdIdfjys zyelshdj we;Z hkak meyeos,s lsr’ug  ‘-(으)ㄹ 수 있다/없다’ jdlH rgdj 

fhdod.kq ,efí'

·그릇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Ndckh WKqiqï úh yels ksid m%fõiï j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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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hdrEmh n,‘-(으)ㄹ 수 있다’ Ndú;d lr ixjdoh iïmQ¾K lrkak'

2. 사진을 보고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3)

가: 귀마개를 꼭 해야 해요? 
 wdrlaIs; lka wdjrK wenh wksjd¾hfhkau me<Èh hq;=o@ 

나: 네, 귀마개를 안 하면                                          .

 Tõ" lka wdjrK wenh me<÷fõ ke;skï ^lkg ydks ùug bv we;&'

가: 안전장갑을 꼭 해야 해요? wdrlaIs; rn¾ w;afïia wksjdrfhkau me<Èh hq;=o@ 

나: 네, 안전장갑을 안 끼면                                          .

 Tõ" wdrlaIs; rn¾ w;afïia  me<÷fõ ke;skï ^w;g ydks ùug bv we;&'

가: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해요? wdrlaIs; im;a;= wksjdrfhkau me<Èh hq;=o@ 

나: 네, 안전화를 안 신으면                                          .

 Tõ" wdrlaIs; im;a;= me<÷fõ ke;skï ^ll=,g ydks ùug bv we;&'

귀를 다치다

손을 다치다

발을 다치다

정답   1) 귀를 다칠 수 있어요  2) 손을 다칠 수 있어요  3) 발을 다칠 수 있어요

문법 1  ixjdoh 1 -(으)ㄹ 수 있다 G49-1

‘-(으)ㄹ 수 있다’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iakï mska;+rh n,d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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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훈  어! 투안 씨,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돼요.

  ́ " ;=wdka uy;auhd" w;a fïia odf.k we,s lemSfï 

jev lrkak tmd' 

투 안  네? 공장장님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라고 하셨는데요.

  Tõ’" uefkac¾ uy;auhd jev lrk úg ks;ru w;a 

fïia m<Èkak lsh,fka lsõfõ'

지 훈  그렇지만 밀링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해야 돼요.

  tfyu jqk;aa we,s lemSfï jev lrk úg w;afïia 

hka;%fha tf;kak mq¿jka ksid ysia w;ska l, 

hq;=hs" 

투 안  아, 그러네요. 얼른 뺄게요.
  wd" tfyuo' blaukska .,jkakï' 

지 훈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파편이 튈 수 있으
니까 보안경도 잊지 말고요.

  ta jf.au jev lrk ld,h ;=< l=vd len,s 

úisfjkak mq¿jka ksid wdrlaIs; weia wdjrKh 

m<Èkak;a wu;l lrkak tmd'

투 안  알겠어요, 지훈 씨.
  f;areKd" ðyqka uy;auhd'

얼른 oekauu

fõ,djla .;a fkdù tu 

fõ,dfju

· 얼른 일어나서 출근 준

비를 하세요.
   oekau" keÕsg,d jevg 

hkak iQodkï fjkak'

· 사장님이 들어오시자 

직원들은 얼른 자리에

서 일어났다.
  m%OdkS;=ud meñKs 

úg ld¾h uKav,h 

blauKska keÕsgqKd'

맨손 lsisjla fkdme<¢ w;

lsisjla fkdme<¢ w; hkak 
woyia fõ

· 가: 어머, 화상을 입었어
  요?
   whsfhda" w; msÉpqKdo@

   나: 네, 맨손으로 뜨거운
  냄비를 잡아서요.
   Tõ" kslka w;ska riafka 

Ndckhla we,a¨j 
ksihs' 

1.   지훈 씨는 투안 씨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ðyqka uy;d ;=wdkaa uy;dg l=ula o fkdl, hq;=oehs mejiqfõ@

2.   밀링 작업을 할 때는 왜 맨손으로 해야 해요?    

 lmk jev lroa§ wehs kslka w;ska l, hq;af;a@

정답   1. 장갑을 끼고 밀링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2. 장갑이 기계에 감길 수 있어서 위험해요.

대화 2  ixjdoh 2
Track 152

ðyqka uy;d ;=wdkaa uy;dg wk;=re úh yels isoaëka ms<sn| mjiñka isáhs'  

mqoa.,hska fofokd fudkjf.a oE l;d lrñka isáo@ ixjdohg fojrla ijka 

fokak' 

fujr ðyqkaa uy;d iy ;=wdka uy;d f,i ixjdoh wkq.ukh lrkak' fyd¢ka 

ijka § wkq.ukh l<d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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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ia:dkfha§ isÿúh yels wk;=re fudkjdo@ wk;=re iïnkaOfhkaa jk 

jpk fudkjdoehs oek .ksuqo@ 

부딪히다/충돌하다
tlsfkld .efgkjd 

미끄러지다
,siaikjd 

넘어지다
weo jefgkjd

떨어지다/추락하다
by< isg weo jefgkjd 

구덩이에 빠지다
j,lg jefgkjd 

맞다
jÈkjd$.efgkjd 

파편이 튀다
len,s úis fjkjd 

기계에 감기다
hka;%hg wyqfjkjd 

감전되다
úÿ,s ier jÈkjd 

가스가 새다/
누출되다

.Eia ,Sla fjkjd 

폭발하다
mqmqrkjd 

불이 나다
.sKs .ka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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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⑤     ㉤

폭발하다

추락하다

부딪히다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2. ‘-기 때문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기 때문에.’

1) 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나:  괜찮을 겁니다. [안전대를 맸다] 

2) 가: 지금 안에서 작업할 수 없어요?

 나: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바닥이 미끄럽다] 

3) 가: 밀링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꼭 써야 해요.

 나: 네, 알겠습니다. [파편이 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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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을 겁니다. [안전대를 맸다] 

2) 가: 지금 안에서 작업할 수 없어요?

 나: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바닥이 미끄럽다] 

3) 가: 밀링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꼭 써야 해요.

 나: 네, 알겠습니다. [파편이 튀다] 

한국어 표준교재_41과~50과_최종.indd   201 6/11/2014   9:18:07 AM

   49과_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201

연습 2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⑤     ㉤

폭발하다

추락하다

부딪히다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2. ‘-기 때문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기 때문에.’

1) 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나:  괜찮을 겁니다. [안전대를 맸다] 

2) 가: 지금 안에서 작업할 수 없어요?

 나: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바닥이 미끄럽다] 

3) 가: 밀링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꼭 써야 해요.

 나: 네, 알겠습니다. [파편이 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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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때문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기 때문에.’

1) 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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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하다 ㉡ 추락하다 ㉢ 부딪히다 ㉣ 미끄러지다 ㉤ 넘어지다

① ⑤② ③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yd hd lrkak'

어휘 2  jpk ud,dj 2 작업장 사고 jevìfï§ isÿjk wk;=re 

Tn by; bf.k.;a jpk isys lrñka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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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때문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기 때문에’ Ndú;d lrñka ixjdoh iïmQ¾K lrkak' 

1)  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by< ia:dk j, jev lrk úg jeàfï wk;=re fjkak mq¿jk'

 나:                                   괜찮을 겁니다. [안전대를 맸다 wdrlaIs; má m<Èkak ]

2)  가: 지금 안에서 작업할 수 없어요? oeka we;=f,aa jev keoao@ 

 나: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바닥이 미끄럽다 ìu ,siaikjd]

3)  가: 밀링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꼭 써야 해요. [파편이 튀다 len,s úisfjkjd]

   lmk jev lrk úg ^len,s lsÍu ksid& wdrlaIs; weia lKaKdä me<¢h hq;=h' 

 나: 네, 알겠습니다. Tõ" f;afrkjd'

ls%hd mohlg fyda úfYaIK mohlg iïnkaO ù hï ld¾hhla isÿùug n,mE fya;=j iy 

ldrKdj meyeÈ,s lrhs' kdu mohla fhfok úg kdu moh ‘N 때문에’  fhdod.kS'

· 작업을 할 때는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갑을 껴야 합니다.  

  jev lrk úg úÿ,sier jÈkak mq¿jka ksid wdrlaIdldÍ w;ajeiqï me<osh hq;=hs'

· 바닥이 미끄러워서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fmdf<dj ,siaik iq¿ ksid f,fyisfhka jefgkak mq¿jka ksid ks;ru m%fõYï úh hq;=hs'

· 어제는 피곤했기 때문에 집에서 쉬었어요. Bfha uykais jqk ksid f.or b|f.k úfõl .;a;d'

‘kdu moh¬이기 때문에’ ‘úfYaIK moh$l%shd moh ¬ 때문에’ fya;= m%ldY lsÍfï§ ‘-아서/어

서’ jHdlrKhg jvd fuu jHdlrKh ;rula ne/reï fyda RKd;aul m%ldYk lsrSfïoS  

Ndú;d lrhs' w;S; ld,fhka m%ldY lsÍfï§ ‘-았/었기 때문에’ fhdokq we;'

정답   1) 안전대를 맸기 때문에  2)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3) 파편이 튀기 때문에

문법 2  ixjdoh 2 -기 때문에 G49-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기 때문에’ iy ‘-아서/어서’

’-기 때문에’ iy ‘-아서/어서’ hk folu lsishï fohl fya;=j ms,sìUq lsrSfïoS  Ndú;d fõ" 

mjik mqoa.,hdf.a yeÕSï iy ;;ajh ms<sn| fya;=jla w¾: olajk wjia:dfõ§ fndfyda 

úg ‘-아서/어서’ Ndú;d lrhs' tfukau ‘-기 때문에’ hkak w;S; ld, ‘-았/었-’ iu. iïnkaO l, 

yels kuq;a" ‘-아서/어서’ hkak iïnkaO l, fkdyel'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기뻐요. (X)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기뻐요. (O) 

·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못 만나요. (O)  

고향에서 부모님이 오셨어서 오늘은 못 만나요. (X) 

‘-기 때문에’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iakï WodyrKh mßÈ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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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wk;=reodhl wjia:djka .ek lshkak mq¿jkao@ WodyrKh mßÈa l;dlr n,kak'

20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위험한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Can you talk about risks at work? Give warnings as follows.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다

1) 

바닥이 미끄러우면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보기

파편이 튀다, 화상을 입다

2) 

안전장갑을 끼지 않다, 감전되다

3) 

안전화를 신지 않다, 발을 다치다

4) 

바닥이 미끄럽다, 넘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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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위험한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안전장갑을 끼지 않다, 감전되다

안전화를 신지 않다, 발을 다치다

바닥이 미끄럽다, 넘어지다
ìu ,siaikjd jefgkjd 

정답   1)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 추락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2) 파편이 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3) 안전장갑을 끼지 않으면 감전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4) 안전화를 신지 않으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다
Wia ia:dkhl jev lrkjd" 

weojefgkjd

파편이 튀다, 화상을 입다
len,s úisfjkjd" ms<siafikjd

안전장갑을 끼지 않다, 감전되다
wdrlaIs; w;a fïia odkafka keye" úÿ,s 

ier jefokjd

안전화를 신지 않다, 발을 다치다
wdrlaIs; mdjyka m<Èkafka keye" 

ll=, ;=jd, fjkjd

활동  l%shdldrlï 

WodyrK 

바닥이 미끄러우면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ìu ,siai,d jefgkak mq¿jka" 

m%fõi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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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관과 보호구
YÍr wx. yd wdrlaIs; WmlrK 

✚신체와 위험요소 YÍrh yd wk;=reodhl fldgi

✚보호구의 종류 wdrlaIs; WmlrK j¾.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jD;a;Sh wdrlaIKh yd fi!LH ;;a;aj md,k 

wêldßfha ks¾foaYs; wdrlaIs; WmlrK my; oelafõ'

눈 wei 

날아오는 물체, 빛 

úisù tk o%jH$wdf,dalh 

머리 ysi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 

높은 곳에서 떨어짐

úisù tk o%jH$by< ia:dkhlska 

jeàu
호흡기 iajik moaO;sh 

분진, 화학물질 

¥ú,s$úi ridhk 귀 lK 

소음 Yíoh 

안면 uqyqK 

날아오는 물체, 화학물질

úisù tk fldgia$ridhk o%jH 

발 ll=,

떨어지는 물체(중량물), 화학물질, 

뜨거운 물질, 날카로운 물체

.efgk o%jH$ridhk$WKqiqï 

o%jH$;shqKq o%jH

손 w; 

화학물질, 뜨거운 물체, 진동

úi ridhk$WKqiqï o%jH$ueKsla 

lgqfõ fõokdj

전신 uq¨ YÍrh 

화학물질, 뜨거운 물질, 방사선, 분진

úi ridhk$WKqiqï 

o%jH$lsrKfhka yd ¥ú,s

보안경 wdrlaIs; weia wdjrKh 

차광보안경, 일반보안경

wdrlaIs; lKakdä$wdrlaIs; ùÿre 

안전모 wdrlaIs; ysia jeiqï 

가죽A종, AB종, ABE종 wd§ j¾.S 

청력보호구 wdrlaIs; lka wdjrKh 

귀마개, 귀덮개

wdrlaIs; lka wenh$wdrlaIs; lka  
wdjrKh

방진마스크 ¥ú,ss uqyqKq wdjrKh  
전면형, 반면형(안면부 여과식)

iïmQ¾K uqyqK wdjrKh$ wvla uqyqK 

wdjrKh

안전 장갑 wdrlaIs; w;a fïia 

절연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rn¾ w;a fïia$ ridhksl l%shdj,g 

tfrysj we;s w;a fïia

송기마스크 jd;dY%h imhk uqyqKq wdjrK 

호스마스크, 에어라인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마스크

k<h iys; uqyqKq wdjrKh$ th¾ ,hska 

uqyqKq wdjrKh$ jd;dY% k, iys; th¾ 

,hska uqyqKq wdjrKh 

보안면 wdrlaIs; uqyqKq wdjrKh 

용접용 보안면, 일반 보안면

fj,aäka uqyqKq wdjrKh$wdrlaIs; 
uqyqKq wdjrKh

방독마스크 .Eia wdjrKh 

전면형, 반면형 iïmQ¾K uqyqK wdjrKh$ wvla 

uqyqK wdjrKh

안전대 wdrlaIs; má 

벨트식, 안전그네식

fn,aÜ$ wdrlaIs; YÍrdjrK má 

 

전동식 호흡보호구 jd;h msßisÿ lr ,ndfok 

wdrlaIs; WmlrK
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동식 방독마스크,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ú,s iajik ldrl wdjrK$ iajx mQ¾K 

yqiau .ekSfï WmlrK

보호복 wdrlaIs; we÷ï  

방열복, 화학물질용 보호복

;dmh msg lrk we÷ï$ lDIs ridhk 

j,g m%;sl%shd lrk we÷ï

안전화 wdrlaIs; im;a;= 
가죽제 안전화, 고무제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발등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wdrlaIs; f,o¾ im;a;=$ rn¾ im;a;=$ 

¥ú,s ikakdhl im;a;=$ jdfka wdrlaIs; 

im;a;=$ úÿ,s Wjÿre j,ska je,lSfï 

im;a;=$ wdrlaIs; im;a;=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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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dÈka ijka § úia;rh yd iïnkaOhla we;s mska;+rh f;darkak'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Track 153
[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20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벌써 확인했습니다.  ②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

③ 빨리 갈아 신으십시오.   ④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4. ① 얼른 가서 찾아보세요.  ② 장갑을 새로 샀어요. 

③ 깜빡했어요. 지금 낄게요. ④ 병원에 가야 될 거 같아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청소하기  ② 귀마개 하기 

③ 마스크 쓰기  ④ 플러그 빼기

Track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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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khg ijka § jvd;a ksjerÈ ms<s;=r f;darkak'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벌써 확인했습니다.  ②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

 ③ 빨리 갈아 신으십시오.  ④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4.  ① 얼른 가서 찾아보세요.  ② 장갑을 새로 샀어요.

 ③ 깜빡했어요. 지금 낄게요.  ④ 병원에 가야 될 거 같아요.

ixjdoh wid m%Yakhg jvd;a ksjerÈ ms<s;=re f;darkak'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msßñhd l< hq;= jevla fkdjk foh l=ulao@  

① 청소하기  ② 귀마개 하기

③ 마스크 쓰기  ④ 플러그 빼기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wxl 2 m%Yakj,g ijkaoS  .e,fmk ms<s;=r f;dark m%Yak fõ' m%Yakhg 

ijkaoSug fmr lskï mska;+r we;aoehs n,uq'

wxl 3 iy wxl 4ka oelafjkafka ksjerÈ ms<s;=r f;dark m%Yakhs' wxl 5 ixjdohg 

ijka oS ksjerÈ ms<s;=re f;dark m%Yakhls' m%Yakh weiSug fmr ms<s;=r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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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떨어져서 다쳤어요. jeá,d ;=jd, jqKd'

2. 여: 보안경을 썼어요. wdrlaIs; lKakdä me<÷jd'

3. 여: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fmdâvla' bkak fu;k wdrlaIs; ysia jeiqula fkdue;sj we;=<;a úh fkdyelshs'

4. 남: 어! 안전장갑을 안 꼈네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wd' wdrlaIs; w;a fïia me<÷fõ keoao@ me<÷fõ ke;akï w; ;=jd, fjkak mq¿jka'

5. 여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wehs wdrlaIs; lka wdjrKh me<÷fõ ke;af;a@ Yíoh jeä keoao@

 남: 시끄럽지만 귀마개를 하면 불편해서요. 

  Yíoh jeä jqk;a wdrlaIs; lka wdjrKh me<÷jdu wmyiqhs'

 여:  그래도 여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
도 쓰는 게 좋아요.  

ta jqK;a fu;k Yío jeä ksid wdrlaIs; lka wdjrKh wksjd¾fhkau m<¢kak' ta jf.au 

jevìfï§ ¥ú,a, jeä ksid uqyqKq wdjrKh m,¢k tl;a fyd|hs'

 남:  네, 그럴게요. yd" tfyu lrkakï'

 여:  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계의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  
wd''jev bjr fj,d hka;%fha fldgia .,jd ms<sfj,la lrkak'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③  5. ①

1. 여: 아딧 씨, 안전복 모두 챙겨 입었죠? wÈ;a uy;auhd" wdrlaIl WmlrK Tlafldu me<|.;a;d fkao@ 

 남: 네,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한다고 해서 안전대도 착용했어요. 안전모도 챙겼고요. 

   Tõ" wo Wia ;ekl jev lrk ksid wdrlaIs; máh me<|.;a;d' wdrlaIl WmlrK Tlafldu 

me<|.;a;d'

 여: 좋아요. 어! 그런데 안전화는 왜 안 신었어요? 

  fyd|hs" ta jqK;a wdrlaIs; im;a;= wehs me<÷fõ ke;af;a@

 남: 아, 깜빡했어요. 작업장에 가서 안전화로 갈아 신고 올게요. 

  wdfka wu;l Wkd jevfmd,g .syska wdrlaIs; im;a;= udrelr m<¢kak'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남자가 작업장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msßñ mqoa.,hd jev ìug hk fya;=j l=ulao@

 ① 안전모가 없어져서 ② 안전대가 필요해서

 ③ 안전복을 챙겨야 해서 ④ 안전화를 신어야 해서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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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을/를 껴야 합니다.

Yíoh wêl ia:dkhl jev lrk úg ^wdrlaIs; lka wdjrKh& me<Èh hq;=hs' 

     ① 귀마개  ② 목장갑  ③ 보안경  ④ 안전장화

4.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을/를 매고 일을 해야 합니다.
by< ia:dkj, jev lrk úg jeàfï wjodkula ;sfí' tuksid wksjdrfhkau wdrlaIs; máh 

m<|d jev l, hq;=hs'

     ① 보안면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안전장갑

<선반 작업 주의 사항> ,shjka mÜg,a jev 

1. 옷이나 머리카락이 기계에 감기지 않도록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십시오.
2.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 장갑이 기계에 감겨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작업하십시오.

we÷ï j, fyda fldKavfha hka;% iQ;% .efgkafka ke;s jkak wdrlaIs; we÷ï weo,d ysia jeiqï m<Èkak'

len,s weig hkak mq¿jka ksid wdrlaIs; lKakdä wksjd¾hfhkau me<Èh hq;=hs'

w;a fïia hka;% iQ;% j, oejà wk;=re fjkak mq¿jka ksid ysia w;ska jev lrkak'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eg¨jg ms<s;=re imhkak'

   49과_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칠 수 있어요  20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마스크 ② 보호복

 ③ 안전모 ④ 용접면

2.  ① 감전될 수 있습니다. ② 넘어질 수 있습니다. 

 ③ 부딪힐 수 있습니다. ④ 추락할 수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을/를 껴야 합니다. 

① 귀마개 ② 목장갑 ③ 보안경 ④ 안전장화

4.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을/를 

매고 일을 해야 합니다.

① 보안면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안전장갑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반 작업 주의 사항>

1. 옷이나 머리카락이 기계에 감기지 않도록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십시오.

2.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경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 장갑이 기계에 감겨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작업하십시오.

위 글과 관계가 없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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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과 관계가 없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by; fþoh yd iïnkaohla ke;s mska;+rh f;darkak'

 ①  ②  ③  ④ 

정답   1. ④  2. ①  3. ①  4. ②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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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 n,d .e<fmk jpkh fyda jdlHh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마스크  ② 보호복

③ 안전모  ④ 용접면

2. ① 감전될 수 있습니다.  ② 넘어질 수 있습니다.

③ 부딪힐 수 있습니다.  ④ 추락할 수 있습니다.

EPS-TOPIK 읽기  lshúSu  

wxl 1 iy wxl 2 mska;+r n,d .e,fmk jdlH fyda jpkh f;dark m%Yak fõ'  

bf.k .;a foa u;la lrñka m%Yakj,g ms<s;=re imhkak'

wxl 3 iy wxl 4 ksjerÈ jpkh f;dark m%Yak fõ'  wxl 5 wdrlaIs; l%u ms<sn| 

ksfõokh lshjd ms<s;=re fidhk m%Yakh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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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d¢ka ijka § mqkreÉpdrKh lrkak'

jH[ack  ‘ㅂ’, ‘ㄷ’, ‘ㄱ’, ‘ㅈ’ bÈßfhka fyda msgqmiska ‘ㅎ’ meñfKk úg" tlska tl uym%dK [ㅍ], 

[ㅌ], [ㅋ], [ㅊ] f,i WÉpdrKh lrhs'

(1) 좋다, 넣고, 쌓지  (2) 축하, 입학, 백화점

(3) 생일 축하합니다.  (4) 한국어 수업은 9시에 시작해요.

발음 WÉpdrKh P-25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작업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

기 때문입니다. 

Tn jev lrk ^iEu úgu& m%fõYï úh hq;=hs' Tn mfriaiï fkdfõ kï" l=uk wjia:djl 

fyda Tng wk;=rla isÿúh yels neúks'

 ① 일찍  ② 다시 

 ③ 항상  ④ 직접 

2.

 

전기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장갑을 꼭 챙겨야 합니다. 안전장갑을                감전될 수 

있습니다.

úÿ,sfhka jev lrk úg" wdrlaIl w;ajeiqï  wksjd¾fhka me<¢h hq;=uhs' wdrlaIs; w;a fïia 

^me<÷fõ ke;akï& úÿ,s ier jÈkakg mq¿jka'

 ① 끼지 않으면  ② 신지 않으면

 ③ 끼기 때문에  ④ 신기 때문에

3.

 

밀링 작업을 할 때는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안경을 반드시 

                 .

lmk jev j,§ len,s wefia hkak mq¿jka" tu ksid wdrlaIs; weia wdjrKh wksjd¾fhka 

^me<¢h hq;=uh&' 

 ① 써야 됩니다  ② 입어야 됩니다

 ③ 쓴 적이 있습니다  ④ 입은 적이 있습니다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정답   1. ③   2. ①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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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jev w.h lsÍu $ fi!LH .ek l;d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ㄴ 덕분에, –기로 하다

□ jpk Ndú;h ioyd Wmfoia  wdrlaIs; l%shdud¾. $ fi!LH m%j¾Okh 

□ ixialD;sl f;dr;=re  fi!LH mj;ajd .ekSu Wfoid we§fï 

jHdhdu 

사장님  어서 와요,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차 한잔할래요?
  wdhqfndajka tkak fudksld uy;añh" fufyka álla jdä 

fjkak' f;a fldamamhla fnduqo@ 

모니카  아니요, 괜찮아요.  keye" lula keye'

사장님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
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 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fudksld uy;añh" fyg lïlre Èkh lsh,d okakjdo@ 

fujr lïlre Èkh iurk ksid olaIu fiajlhd .ek 

ks¾foaY ,nd.;a;d;d" fïmdr fudksld uy;añhj ;uhs 

f;arefka' 

모니카  네? 정말요? Tõ@ we;a;gu@  

사장님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
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

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jev;a fyd¢ka lr,d jevìu mßlaId lr,d §,d" fudksld 

uy;añh uykaisfhka lr,d ÿkak ksid jev f.dvla myiq 

jqfka" we;a;gu ia;+;shs" fïl ia;+;s ;Hd.hla' 

꼼꼼히 mßlaIdldß

· 신문을 꼼꼼히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m;a;rh b;d mÍlaIldÍj  
lshjd ne¨fjd;a ld,h 
f.dvla jeh fjhs'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fldka;ard;a;=j m%fõYfuka 

lshjd n,kak'

50 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uykaisfhka lr, fok ksid 

1.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wo oji l=ulao@

2. 모니카 씨가 우수 사원으로 뽑힌 이유는 뭐예요? 

 fudksld uy;añh úYsIag fiajlhl= f,i f;dard .;af;a wehs@

정답   1. 근로자의 날이에요.  2.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꼼꼼히 잘해서요. 

대화 1  ixjdoh 1
Track 154

fudksld uy;añh iqN fohla jqKd' iqN foh l=ulaoehs m%:ufhkau ixjdohg 

fojrla ijka § wkq.ukh lrkak'

fyd|ska ijkaoS wkq.ukh l<d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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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다
mßlaId lrkjd 

주의하다
wjOdkh fokjd 

점검하다
fidaÈis 

lrkjd$msßlaikjd 

정비하다
kv;a;= lrkjd 

안전 수칙을 지키다
wdrlaIs; kS;s ms<sme§u

안전 수칙을 어기다
wdrlaIdj ms<sn| ksfhda. lv 

lrkjd 

규칙을 준수하다
kS;s j,g 

lSlrefjkjd 

보수하다
w¨;ajeähd lrkjd 

개선하다
jeäÈhqKq lrkjd 

조치를 취하다
l%shdud¾. .kakjd 

ysia;ekg ksjerÈ m%ldY WodyrK fldgiska f;dard jdlH iïmQ¾K lrkak'

보기

1) 이런 도구는 위험하니까 사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
  fuu fuj,ï wk;=reodhl neú;a Ndú;d lrk jdrhla mdid ;=jd, fkdùug j.n,d .; hq;=h 

mßiaiï úh hq;=hs'

2) 기계를 오래 사용하려면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합니다.
 Tng hka;%h È.= l,la Ndú;d lsÍug wjYH kï" tys m%Yakhla we;aoehs ks;sm;d mÍlaId lrkak'

3) 용접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장님이 어제                                     .
 fj,aäka hka;arh leã we;s neúka wdh;k ysñlre ^lE.eyqjd&'

4)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면 안전 수칙을 잘                                      합니다
 wdrlaIs;j jev lsÍug wjYH kï wdrlaIs; kS;s ms<smeme¢h hq;=hs'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어기다   주의하다   보수하다   점검하다   지키다

정답   1) 주의합니다  2) 점검해야  3) 보수했습니다  4) 지켜야

어휘 1  jpk ud,dj 1 안전 수칙 wdrlaIl l%shdud¾. 

wdrlaIs; kS;s iuÕ iïnkaO jd.a ud,dj foi n,uq

by; jpk foi fkdn,d m%Yak úio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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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ㄴ 덕분에’ hkak Okd;aul m%;sM,fha fya;= meyeÈ,s lsrSfïoS Ndú;d fõ' l%shdmo iy 

úfYaIK mo hk ish,a, iu. iïnkaO l< yel'

자음 (jH[ack) → -은 덕분에 모음 (iajr), 자음 ‘ㄹ’ (jH[ackh -ㄹ) → -ㄴ 덕분에

읽다 → 읽은 덕분에
사다 → 산 덕분에

만들다 → 만든 덕분에

· 공장을 미리 보수한 덕분에 이번 비에 큰 피해가 없었어요. 
 l¾udka;Yd,dj l,ska w¨;ajeähd l< ksid fï mdr jeiafika úYd, ydkshla isÿ jqfka keye'

·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Tn ieu Woõ l< ksid ug fï mrs;Hd.h ,nd.kak mq¿jka jqKd'

· 가: 투안 씨가 꼼꼼히 확인한 덕분에 일이 잘 진행됐어요. 
   ;=wka uy;a;hd fyd|ska mÍCId l< ksid jefâ fyd|g flreKd'

  나: 아니에요. 교육을 잘 받은 덕분이에요. keye' wOHdmkh fyd¢ka ,enQ ksihs'

※   ‘덕분에’ hkak ‘kdu moh ¬ 덕분에’ hk jHqyfhka kdu mohla iuÕ iïnkaO fldg fhosh 

yel'

·사장님 덕분에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iud.ï m%Odkshdg ia;=;s jkak iud.fï jev fyd¢ka lrf.k hkjd'

·요리를 잘하는 아내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lEu fyd|g Whk ìß|g ia;=;s jkak ri lEu lkak ,efn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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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2. 그림을 보고 ‘-(으)ㄴ 덕분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ㄴ 덕분에.’

1) 가: 많이 다칠 뻔했지요? 

 나: 네, 그런데 빨리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2) 가: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나: 아니요,  괜찮아요.

1) 이런 도구는 위험하니까 사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

2) 기계를 오래 사용하려면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합니다.

3) 용접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장님이 어제 .

4)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면 안전 수칙을 잘  합니다.

조치를 취하다

안전복을 입다

보기 어기다             주의하다             보수하다             점검하다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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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 n,d ‘-(으)ㄴ 덕분에’ Ndú;d fldg ixjdoh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으)ㄴ 덕분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가: 많이 다칠 뻔했지요? f.dvla ;=jd, jkak .shdo@ 

나: 네, 그런데 빨리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Tõ" ta jqK;a blaukg'

가: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skakg we÷ï wekafoa keoao@

나: 아니요,                               괜찮아요.

 keye wdrlaIs; we÷ï ksid uql=;a jqfka kE'

조치를 취하다

안전복을 입다

정답   1) 조치를 취한 덕분에  2) 안전복을 입은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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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ixjdoh 1 -(으)ㄴ 덕분에 G50-1

대조적 정보 fjk;a f;dr;=re

isxy, NdIdfjys hï isÿj’ula isÿj’ug uq,a jQ ldrKj iy fya;=j hk foj¾.hu tu isÿj’fuka 

yg.kakd m%;sm,fha n,mEu l=ula jqj;a tlu whqrska m%ldY lrk kuq;a fldrshdkq NdIdj 

.;al, hï isÿj’ul m%;sm,h Okd;aul $fyd| kï ‘-(으)ㄴ 덕분에’ fhdod .kakd w;r m%;sm,h 

iDKd;aul $ krl kï ‘-(으)ㄴ 덕분에’ fhdod .ksñka m%ldY lrkq ,efí'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hd¿jd Wojq lrmq ksid jefâ blaukg lrkak mq¿jka jqKd'

‘-(으)ㄴ 덕분에’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yukï WodyrK f,i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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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카  바루,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mdrE" uQK we|s,d .syska jf.a" fldfyao wikSmh@ 

바   루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거든.
  wikSmhla keye" fï ojia j, jev jeä ksid ? jev f.dvla 

l<dfka'

인디카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해. 그러다가 건강 해치겠다. 난 요즘 운동

을 새로 시작했거든. 몸도 가볍고 입맛도 훨씬 좋아

졌어.
  fï úÈyg jev f.dvla jqKyu fldfyduo lrkafka@ 

ld¾hnyq, jqK;a boysg úfõl .kak" tfyu ke;akï 

fi!LHhg ydks fõú' uu fï ojiaj, w¨;ska l%Svdjla 

mgka.;a;d' YÍrh;a ieye,a¨ fj,d wNsreÑh;a ;j f.dvla 

jeäjqKd'

바   루  그래? 무슨 운동을 하는데?
  tfyuo@ fudllao lrk l%Svdj@ 

인디카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 이번 주말에도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hy¿jka tlal l÷ k.skak mgka.;a;d'fï i;s wka;fha;a 

hkak ys;ka bkakjd Th;a tkjo@ 

바   루  그럴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
  tfykï huq" fldfyao hkak ys;ka bkafka@

 틈틈이 boysg

· 일하면서 틈틈이 한국어

를 공부했어요.

  uu jev lrñka isáh§ 

b|ysg fldßhdkq NdIdj 

bf.k.;a;d'

· 틈틈이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 보세요.
  b|ysg jHdhdï lrk mqreoao 

j¾Okh lr n,kak' 

정답   1. 야근을 자주 해서 안색이 안 좋아요.  2. 등산을 해요.

1. 바루 씨는 왜 안색이 안 좋아요? mdre uy;df.a uQK we|s,d .syska jf.a fmfkkafka wehs@

2. 인디카 씨는 요즘 무슨 운동을 해요? bkaÈl uy;d fï Èkj, lskï jHdhdïo lrkafka@

대화 2  ixjdoh 2
Track 155

bkaÈl uy;d iy mdre uy;d fudkjf.a oE l;d lrñka isá o@ ixjdohg 

fojrla ijka § wkq.ukh lrkak'

fyd|ska ijkaoS  wkq.ukh l<d o@ tfyu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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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챙기다
fi!LHu;aj isákjd 

건강을 해치다
fi!LHg ydks jkjd 

표준 체중을 유지하다
iïu; nr mj;ajd 

.kakjd 

유산소 운동을 하다
jHdhdu lrkjd 

스트레칭을 하다
YÍrh we§fï jHdhdu 

골고루 섭취하다
úúOdldr fmdaIHodhs 

wdydr .kakjd 

청결을 유지하다
msßis÷j bkakjd 

휴식을 취하다
msßis÷j bkakjd 

기분 전환을 하다
ye.Sï w¨;alr 

.kakjd 

건강 검진을 받다
fi!LH mßlaIdjla 

lr.kakjd

㉠ 건강 검진을 받다

㉡ 휴식을 취하다

㉢ 청결을 유지하다

㉣ 골고루 섭취하다

㉤ 표준 체중을 유지하다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hd lrkak'

   50과_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211

연습 2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기로 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기로 하다.’

1) 저는 오늘부터 .

2) 밤에 자기 전에  . 

3) 주말에 친구들과 .

①     ㉠

②     ㉡

③     ㉢

④     ㉣

⑤     ㉤

건강 검진을 받다

휴식을 취하다

청결을 유지하다

골고루 섭취하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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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2  jpk ud,dj 2 건강 증진 fi!LH m%j¾Okh 

bf.k .;a jpk u;la lrñka m%Yakhg ms<s;=re imhd n,uqo@

fi!LH m%j¾Okh iïn|fhka jk jpk j, lskï tajd we;aoehs úui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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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다’ hkak z;SrKhla lrkjdZ" zwosIaGdkh lrkjdZ iy z fmdfrdkaÿjla fjkjdZ hk 

w¾:h .kakd w;r l%shd mo iuÕ muKla tl;= fõ' y,a lsÍfï kHdhka fkdue;sj ‘-기로 하다’ 

fhdod.; yel'

· 내일부터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fyg isg jevg hkak l,ska jHdhdu lrkak ;SrKh l<d'

· 가: 리한 씨, 등산화를 샀네요. ßydka uy;a;hd" l÷ ke.Sfï im;a;= ñ,g .;a;dfka'

 나: 네, 회사 동료들이랑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Tõ' iud.fï hd¨fjd;a tlal l÷ k.skak hkak ;SrKh l<d'

· 가: 몸이 안 좋다면서요? wikSm jqkd¨ fkao@

 나: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ta ksid YÍr mÍCIdjla lr.kak ;SrKh l<d'

정답   1) 유산소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2)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어요  3) 자전거를 타기로 했어요   50과_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211

연습 2

1. 그림을 보고 맞는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기로 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기로 하다.’

1) 저는 오늘부터 .

2) 밤에 자기 전에  . 

3) 주말에 친구들과 .

①     ㉠

②     ㉡

③     ㉢

④     ㉣

⑤     ㉤

건강 검진을 받다

휴식을 취하다

청결을 유지하다

골고루 섭취하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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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 n,d ‘-기로 하다’ Ndú;d fldg jdlH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기로 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2)

3)

저는 오늘부터                                            .

밤에 자기 전에                                            .

주말에 친구들과                                          .

문법 2  ixjdoh 2 -기로 하다 G50-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기로 하다’ iy ‘-(으)ㄹ게요’

‘-기로 하다’ iy ‘-(으)ㄹ게요’ hk jHdlrK foj¾.hu fmdfrdkaÿjla w¾: olajk úg 

Ndú;d lrhs' ‘-기로 하다’ fndfyda úg ‘-기로 했어요’ hk wdlD;sfhka Ndú;d lr" oekg;a ù 

we;s fmdfrdkaÿjla m%ldY lrk w;r ‘-(으)ㄹ게요’ hkak l;d lrk mqoa.,hd wid isák 

mqoa.,hdg l=ula fyda fmdfrdkaÿjla jk úg Ndú;d lrhs'

· 가: 내일은 회사에 일찍 오세요. 

  나: 네, 일찍 오기로 했어요.(X) / 네, 일찍 올게요.(O) 

‘-기로 하다’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iakï WodyrK f,i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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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oelafjkafka .%Siau R;=fõ fi!LH mj;ajd .;hq;= wdldrh .ek úia;rhls" fydÈka lshjd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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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Following are guidelines for staying healthy in the summer season.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1) 실내 온도는 실외보다 10℃ 이상 낮아야 합니다.      ◦    ×

2) 여름에도 긴팔 옷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

3) 에어컨을 켤 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합니다. ◦    ×

4) 건조한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습도를 맞춰야 합니다.  ◦    ×
 

1. 실내외 온도차를 5℃ 정도로 유지하세요.  
2. 가벼운 긴팔 옷을 준비해서 체온을 유지하세요. 
3.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해 주세요. 
4.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5. 냉방 중인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하세요. 
6. 밀폐된 공간에서는 실내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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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방 중인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하세요. 
6. 밀폐된 공간에서는 실내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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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1.		실내외	온도차를	5℃	정도로	유지하세요.	   

 we;=,; WIaK;ajh fikaáf.a%Ü wxYl 5l muKgj;a ;nd.kak'

2.		가벼운	긴팔	옷을	준비해서	체온을	유지하세요.	 	
 ieye,a¨ w;a È. we÷ï ms<sfh, lrf.k WIaK;ajh md,kh lr.kak'

3.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해	주세요.  
jdhqiólrK újD; lr jd;dY% *Ekao odkak'

4.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we;=,; ksjerÈ wd¾o%;djh ;nd.kak'

5.		냉방	중인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하세요.	 	
 iS; ldur we;=<; ÿïîu iïmQ¾Kfhkau ;ykï'

6.		밀폐된	공간에서는	실내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jdhqfrdaê wjldYfhka we;=<; ¥ú,s msßis÷j msßis÷ lrkak' 

.%Siau R;=fõ wêl jdhqiólrK Ndú;h ksid we;sjk f,vfrda. j,ska 

je<lSug .;yels l%shdud¾.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lshjQ úia;rh yd iudk kï ◯ o fjkia kï × o fhdokak'

 1) 실내 온도는 실외보다 10℃ 이상 낮아야 합니다.  ◦ ×

 2) 여름에도 긴팔 옷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

 3) 에어컨을 켤 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합니다.  ◦ ×

 4) 건조한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습도를 맞춰야 합니다.  ◦ ×

정답   1. 1) X    2) O   3) X   4) O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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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fi!LH mj;ajd .ekSu ioyd weÈfï jHdhu

종아리 flkavd 

1.  의자를 잡고 왼쪽 다리를 뒤로 뻗어요.

 mqgqjla w,a,df.k jï ll=, msgqmig ;nkak'

2.  왼쪽 무릎을 곧게 펴고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요.

    jïmi oKysi iïmQ¾Kfhka È.yer ol=Kqmi mdoh wl=,kjd'

어깨 Wrysi 

1.  오른팔을 펴서 왼쪽 어깨 쪽으로 돌려요.

  ol=Kq Ndyqj kjd jï Wrysi me;a;g f.khkak'

2.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요.

  jï w;ska ol=Kq Ndyqj w,a,kak' 

팔 ndyqj 

1.  오른팔을 구부려서 머리 뒤로 넘겨요.

  ol=Kq ndyqj kjd ysi msgqmig .kak'

2.  왼손으로 오른팔의 팔꿈치를 아래로 밀어요.

  jï w;ska ol=Kq ndyqfõ ndyq m%foaYh hgg kjkak'

허벅지 l,jd 

1.  의자를 잡고 서서 왼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서요.

  mqgqjla w,a,d ysgf.k jï ll=, w;ska w,a,d .kak'

2.  손으로 잡은 왼쪽 다리를 위로 뻗어요.

 w;ska w,a,k jï ll=, by<g .kak' 

옆구리 me;a; 

1.  양손은 깍지를 끼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려요.

  w;a fol tlg w,a,df.k Ndyq ysi fl,ska by<g Tijkak' 

2.  몸을 옆으로 구부려요.

    YÍrh me;a;lg kjkak'

목 fn,a,

1.  양손은 깍지를 껴서 머리 뒤를 잡아요.

  w;a fol tlg w,a,df.k ysi msgqmi w,a,kak'

2.  상체를 숙이지 않고 머리를 당겨요.

  YÍrh kjkafka ke;sj ysi wÈkak'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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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2~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  ① 다행이에요.  ② 큰일이에요.

 ③ 정말 속상해요.  ④ 힘들 거예요.

3.  ① 운동을 했어요.  ② 내일 하기로 했어요.

 ③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④ 청소를 한다고 했어요.

tlu ixjdoh wid m%YaK fo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fu;k fldfyao@ 

 ① 공원  ② 병원

 ③ 회사  ④ 학교

5.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weiQ úia;rhg ksjerÈ tl f;darkak'

 ① 수진 씨는 건강을 잘 챙깁니다.

 ② 민수 씨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③ 수진 씨는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④ 민수 씨는 건강 검진을 받을 겁니다.

Track 156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Tng weiQkq foa f;darkak' 

 ① 정비해요.  ② 준수해요.

 ③ 점검해요.  ④ 확인해요.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wxl 1 ijka ÿka wka;¾.;h yd iïnkaO fhÿï f;dark m%Yakhhs' fyd¢ka ijka 

fokak'

wxl 2 iy wxl 3 ó<.g isÿúh yels wka;¾.;h f;dark m%Yak jk w;r  wxl 

4 iy wxl 5 tlu ixjdohg fyd|ska ijkaoS ksjerÈ ms<s;=re f;dark m%Yakhs' 

m%Yakj,g ijkaoSug fmr W;a;r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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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기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hka;%h iú lrñka isà'

2. 남: 미리 확인한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l,a;shdu mÍlaId lrmq ksid ;=jd, fkdù fíreKd'

3. 남: 내일 뭐 할 거예요? fyg lrkafka l=ulao@

4-5. 남: 수진 씨, 병원에는 웬일이에요? iqðka uy;añh" wehs frday,g meñKsfha@

 여: 건강 검진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 씨는요? uu fi!Äh mÍlaIKhla i|yd meñKshd' ñkaiq uy;d@

 남: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 uu fi!LH mÍlaIK m%;sM, ne,Sug meñKsfha'

 여: 그래요? 결과 잘 나왔어요? tfyuo@ m%;sM, fyd|g wdjo@ 

 남: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했어요. 

    uu jHdhdï f.dvla lrkafka  kE' wfrdìla jHdhdu lrñka iunr wdydr fõ,la .ekSug 

;SrKh l,d'

 여: 그렇군요. 저도 건강에 신경을 못 써서 좀 걱정이 돼요.
  wd tfyuo' uu;a fi!LH ms<sn| wjOdkh fhduq lrkak neß jqK ksidálla nhhs'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①  3. ③  4. ②  5. ②

1. 여: 아딧 씨, 주말에 못 쉬었어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wð;a uy;d' i;s wka;fha úfõl .;af;a keoao@

 남: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이 나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시작

해 보려고요.

   fï ojia j, weÕg yß kE' óg ál ojilg l<ska uu fi!LH mÍlaIKhla l<du uf.a fi!LHh 

;;ajh krl w;g yefrñka ;sfhkjd lsh,d fmkakqjd' ta ksid jHhdu lrkak mgka wr.kak 

lsh,d'

 여: 좋은 생각이에요.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건강은 꼭 챙겨야지요. 

  fyd| woyila jev ksid ld¾hnyq, jqK;a fi!LH fyd¢kaa /ls .kak ´fka'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②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남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msßñ mqoa.,hd fudkjo lrkak hkafka@

 ① 쉬려고 합니다.  ②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③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④ 건강 검진을 받으려고 합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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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불량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jerÈhg ksYamdokh jQ ksmehqï È.gu tk ksid tu m%Yakh  ^úi£ug&  yels l%ufõohla fiúh 

hq;=hs'

     ① 개선할  ② 주의할  ③ 준수할  ④ 정비할

2.

 
작업장 환경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서 늘                      위해 애쓰는 편입니다.

jevìu mßirh jeäh msßisÿ ke;s ksid ks;ru th ^msßisÿj ;nd.kak& lrkak W;aidy lrkjd'

     ① 휴식을 취하기   ② 스트레칭을 하기

     ③ 골고루 섭취하기   ④ 청결을 유지하기

   50과_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215

[안전 교육]

일시: 2월 27일(목) 14:00~16:00

장소: 대강당

EPS-TOPIK 읽기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불량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① 개선할 ② 주의할 ③ 준수할 ④ 정비할

2. 작업장 환경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서 늘  위해 애쓰는 편입니다. 

① 휴식을 취하기  ② 스트레칭을 하기 

③ 골고루 섭취하기  ④ 청결을 유지하기

[3~4]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3. ① 팔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② 목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③ 허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④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4. ① 조치를 취하세요.  

 ② 기계를 살펴보세요.   

 ③ 안전 수칙을 지키세요. 

 ④ 작업 도구를 점검하세요.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내판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안전 교육을 합니다. 

 ② 교육은 대강당에서 합니다.  

 ③ 목요일 오전에 교육을 합니다.

 ④ 두 시간 동안 교육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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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대강당

EPS-TOPIK 읽기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불량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① 개선할 ② 주의할 ③ 준수할 ④ 정비할

2. 작업장 환경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서 늘  위해 애쓰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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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3. ① 팔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② 목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③ 허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④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4. ① 조치를 취하세요.  

 ② 기계를 살펴보세요.   

 ③ 안전 수칙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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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내판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안전 교육을 합니다. 

 ② 교육은 대강당에서 합니다.  

 ③ 목요일 오전에 교육을 합니다.

 ④ 두 시간 동안 교육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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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3~4]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3. ① 팔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② 목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③ 허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④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4. ① 조치를 취하세요.

② 기계를 살펴보세요.

③ 안전 수칙을 지키세요.

④ 작업 도구를 점검하세요.

úia;r m;%sldfõ úia;rhg ksjerÈ fkdjk tl f;darkak'

[안전 교육]
wdrlaIdj ms<sn| wOHdmkh 

일시: 2월 27일(목) 14:00~16:00
Èkh( fmnrjdß 27 Èk m' õ' 2'00 - 4'00 

장소: 대강당
ia:dkh( f;.dxodx

5. 안내판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안전 교육을 합니다.

② 교육은 대강당에서 합니다.

③ 목요일 오전에 교육을 합니다.

④ 두 시간 동안 교육을 할 겁니다

정답   1. ①  2. ④  3. ②  4. ③  5. ③

wxl 1 iy wxl 2 ysia;ekg .e,fmk jvd;a ksjerÈ tl f;darkak' bf.k .;a 

foa u;la lrñka m%Yakhg ms<s;=re imhkak'

wxl 3 iy wxl 4 mska;+rh yd iïnkaO jdlH f;dark m%Yakhhs' tfukau wxl 5 

fþoh lshjd m%Yakhg ms<s;=r fidhk m%Yakh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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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bÈßmi wlaIrh jH[ackhlska wjika ù miqmi wlaIrh iajr ‘이’, ‘야’, ‘여’, ‘요’, ‘유’ j,ska mgka 

.kakd wjia:dfõ§ ‘ㄴ’ tl;= lr ms<sfj,ska [니], [냐], [녀], [뇨], [뉴] f,i WÉpdrKh lrhs'

(1) 맨입, 솜이불, 한여름 (2) 담요, 눈요기, 식용유 

(3) 웬 일이에요? (4) 무슨 약을 먹어요?

발음 WÉpdrKh P-26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제 취미는 운동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건강도 좋아

지기 때문에 저는 자주 운동을 합니다. 

uf.a úfkdaodxYh jHhdhdu lsÍuhs' oyäh j.=rjñka l%Svd lsÍfuka wd;;sh ^,sys,a lrkjd 

jf.au& fi!LHhgo ys;lr neúka uu ks;r jHhdhdu lrkjd'

 ① 받고 ② 주고 ③ 풀리고 ④ 쌓이고 

2.

 

건강 검진을 했는데 담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했습니다.

fi!Äh mÍlaIKhla l, w;r ÿïjeá ksid fi!LH ;;ajh krla fj,d hehs ffjoHjrhd 

mejiqjd' taksid ÿïjeá ^kj;ajkak& ;SrKh l<d'

 ① 사기로 ② 끊기로 ③ 키우기로 ④ 피우기로

3.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동료들과 함께 공장 운동장에서 축구

를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주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보지만 가끔 축

구장에 직접 가기도 합니다. 

uu mdmkaÿ l%Svdjg leu;shs" tuksid ld,h we;s wjia:djla mdid tlg jev lrk hy¿jka iu. 

ld¾udka; Yd,dfõ l%Svd msáfha§ mdmkaÿ l%Svd lrkjd" mdmkaÿ l%Svd ;rÕ n,kak;a leu;shs" 

fndfyda úg rEmjdysksfhka l%Svd ;rÕ n,k kuq;a b|ysg mdmkaÿ l%Svd msáhg f.dia fl,skau 

n,k wjia:do ;sfnkjd'

 ① 연휴 계획 ② 운동 규칙 ③ 취미 활동 ④ 작업 일정

확장 연습 jeäÿr wNHdi

정답   1. ③   2. ②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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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uu fldßhdjg .syska jev lrkak leu;shs'

직원	 아,	그러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wd" tfyuo@ fï me;af;ka jdä fjkak' l=uk jevlao lrkak leu;s@ 

이반	 제조업	쪽	일을	해	보고	싶어요.
 ksIamdok wxYfha jev lr, n,kak leu;shs'

직원	 	잘됐네요.	제조업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고	있거든요.
 tal fyd|hs" ksIamdok wxYh ñksiqka jvd;a jeäfhka f;dard .kakjd' 

이반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어요?
  tfia jqj;a fiajdkshqla;s wjirm;a l%ufhka fldßhdjg .sh;a fldmuK jir 

.Kkla jev lrkak mq¿jkao@ 

직원	 	취업	기간은	3년인데	재계약을	하면	최대	1년	10개월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wdrïNl ld,h jir ;=kla jqjo ld,h iïmQ¾K ùfuka miqj ;j;a jirl=;a 

udi 10la jeälrkak mq¿jka' 

이반	 아,	그렇군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wd" tfyuo@ whÿï lsÍu fldfydu l,du yßo@

신청하다
whÿï lrkjd 

취업	기간

fiajd ld,h      

51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fldßhdjg .syska jev lrkak leu;shs

1.	이반	씨는	어디에서	일하고	싶어해요? bnka uy;d fldfyo jev lrkak leu;s@

2.	이반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해요?	bnka uy;d fudkjf.a jevo lrkak leu;s@

정답   1. 한국  2. 제조업

사람을	뽑다

ñksiqka f;dard 

.kakjd   

대화 1  ixjdoh 1
Track 157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lshd n,m;% l%uh iïnkaO m%YaK iy 

ms<s;=re $ fldßhdkq NdIdj m%ùK;d úNd.h 

iïnkaO úuiSï   

□l%shdldrlï EPS-TOPIK	úNd.hg whÿïm;% msrùu	

□	jpk Ndú;h ioyd Wmfoia  fiajdkshqla;s wjirm;a l%uh $ fldßhdkq 

NdIdj m%ùK;d úNd.h 

□	ixialD;sl f;dr;=re	 fiajdkshqla;s wjirm;a l%uh f;areï .ekSu

my; oelafjkafka bnka uy;d iy ld¾ñl udkj iïm;a ixia:dfõ ld¾hd,Sh 

fiajlfhl=f.a ixjdoh fõ' m%:ufhkau ixjdohg fyd|ska ijkaoS wkq.ukh 

lrkak'

fyd|ska ijka oS wkq.ukh l<d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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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ksIamdok$l¾udka; 

wxYh 

서비스업
fiajd wxYh

건설업
bÈlsÍï wxYh 

축산업
uia iy lsß l¾udka;h 

 

농업
lDIsl¾udka;h 

어업
ëjr l¾udka;h 

고용허가제
fiajd kshqla;s wjirm;a l%uh 

문의하다
úuiSï lrkjd 

보기

1.	<보기>와	같이	말해	보세요.	WodyrKh wkqj l;d lr, n,kak'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fiajdkshqla;s wjirm;a l%uhg fldßhdjg .syska fudk 

jevo lrkak leu;s@ 

나:  제조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ksIamdok wxYfha jev lrkak leu;shs'

1)

3)

2)

4)

어휘 1  jpk ud,dj 1 고용허가제 fiajdkshqla;s wjirm;a l%uh

fiajd kshqla;s wjirm;a l%uh yd iïnkaO jpk my; oelafõ'  fudkjf.a 

jpk ;sfí oehs n,uq'

by,ska we;s jpk ud,dj foi fkdn,d my; m%Yakj,g ms<s;=re imhkak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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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가: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fiajd kshqla;s wjirm;a l%uh iïnkaOj álla oek.kak 

wjYHhs' 

나:                                                  

2)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fiajdkshqla;s wjirm;a l%ufhka fldßhdfõ fldmuK 

ld,hla jev lrkak mq¿jkao@

나:                                                  

3) 가:  네, 고용허가제 담당 김민수입니다.
   Tõ" fiajdkshqla;s wjirm;a l%ufha n|jd .ekSï ks,OdÍ 

lsïñkaiq fõ'

나:                                                  

WodyrKh wkqj ms<s;=rg .e,fmk wxlh f;darkak'

2.	<보기>처럼	대답으로	맞는	것의	번호를	고르시오.

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fldßhdjg .syska jev lrkak leu;shs'

나:                      ②                      

①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②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③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④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정답   1. 1)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 건설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2)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 서비스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3)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 농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4) 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나: 어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2. 1) ③   2) ①   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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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re;=ñhks" állg fj,dj ;sfhkjo@ 

선생님	 	네,	무슨	일이에요?	Tõ" fudllao flfrkak ´fka@ 

이   반	 	제가	이번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신청했는데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uu fujr fldßhdkq NdIdj m%ùK;d úNd.hg whÿï l,d"  

fudkjo mdvï lrkak ´ko lsh, okafka keye'  

선생님	 	그래요?	시험에는	듣기하고	읽기만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풀어

보세요.
  tfyuo@ úNd.hg ijka §u iy lshùu muKla tk ksid miq.sh m%Yak m;% 

lr, n,kak'

이   반	 	시험은	모두	몇	문제예요?	úNd.fha Tlafldu m%YaK lShlao@ 

선생님	 	각각	25문제씩	나와요.	tla tla fldgiska m%YaK 25 ne.ska tkjd'

이   반	 	몇	점을	받으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l=Kq fldmuKla .;a;uo fldßhdjg hkak mq¿jkao@ 

선생님	 	2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이	넘은	사람	중	성적이	높은	사람부

터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l=Kq 200ka ,l=Kq 80g jvd ,nd .kak wh w;=ßka jeä ,l=Kq ,nd .kak 

wh fiajdkshqla;s wjirm;a l%uh hgf;a jev lrkak uq<skau iqÿiqlï 

,nkjd'

이   반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uykaisfhka bf.k .kak ´k' ia;+;shs .=re;=ñhks'

기출문제
miq.sh úNd. fmryqre 

m%YaK 

자격이	주어지다

iqÿiqlï ,nkjd

1.	이반	씨는	무슨	시험을	신청했어요? bnka uy;d whÿï lf,a lskï úNd.ho@

2.	한국에	가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해요?		fldßhdjg hdug fldmuK ,l=Kq lShla ;sìh hq;=o@

정답   1. 한국어능력시험   2. 8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대화 2  ixjdoh 2
Track 158

bnka uy;d iy .=re;=ud fldßhdkq NdId m%ùk;d úNd.h ms<sn| l;d lrñka 

isàhs' fudkjf.a oE l;d lrñka isá o@ uq,skau ixjdoh fojrla ijka fokak'

fujr .=re;=ud iy bnka uy;d f,i ixjdoh kej; lshkak' fyd|ska ijkaoS  

wkq.ukh l<d o@ tfyu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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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yeÿKqïm; 

수험료
mka;s .dia;=^wu;r b.ekaùï& 

수험표
úNd. m%fõY m;%h 

접수증
whÿï lsßfï iy;slh 

^whÿï lsÍfï ßisÜ m;&  

증명 사진
whÿïlref.a PdhdrEmh 

^y÷kd .ekSfï PdhdrEmh& 

성적표
m%;sM, igyk 

합격하다
iu;a fjkjd 

^iqÿiqlï ,nkjd& 

불합격하다
wiu;a fjkjd 

^iqÿiqlï fkd,nkjd& 

㉠ 수험표

㉡ 접수증

㉢ 수험료

㉣ 신분증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hd lrkak'

①

②

③

④

어휘 2  jpk ud,dj 2 한국어능력시험 fldßhdkq NdIdj m%ùK;d úNd.h 

by,ska we;s jpk ud,dj Èyd fkdn,d my; m%Yakj,g ms<s;=re imhkak W;aidy 

lrkak'

fldßhdkq NdIdj m%ùK;d úNd.h yd iïnkaO lskï fhÿï we;aoehs n,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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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WodyrKh wkqj ms<s;=rg .e,fmk wxlh f;darkak'

1) 
가:  한국어능력시험 공지 봤어요?
      fldßhdkq NdIdj m%ùK;d úNd.fha ksfõokh 

ne¨jo@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가: 시험 잘 봤어요? 

     úNd.h fydog l<do@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받았어요?

 fldßhdkq NdIdj m%ùK;d úNd.fha m%;sM, ,enqKdo@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보기>처럼	대답으로	맞는	것의	번호를	고르세요.

가: 한국어능력시험 신청했어요?

	  fldßhdkq NdIdj m%ùK;d úNd.hg whÿï 

l,do@ 

나: ____________④______________

① 네, 인터넷에서 공지를 봤어요.

② 네, 그런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요.

③ 네, 잘 봤어요. 공부한 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④ 아니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답   1. ① ㉣  ② ㉡  ③ ㉠  ④ ㉢   2. 1) ①  2) ③  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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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oelafjkafka fldßhdkq NdId m%ùK;d úNd. whÿï m;%h fõ' whÿï m;%fha ysia;ekg .e,fmk foa 

,shkak'

다음은	한국어능력시험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1)			성명		
ku 

2)	생년월일	
    Wmka wjqreoao" ui" 

Èkh 

일		 월		 년	

												Èk            ui                     wjqreoao 

3)	성별
					,sx.

sl;ajh 

남성		◯
msßñ  

여성		◯
.eyeK

4)	여권(신분증)
				번호

úfoaY .uka n,m;a 

wxlh

여권					◯
úfoaY .uka 

n,m;%h 

신분증		◯
yeÿKqïm; 

5)	구직신청분야	
        l¾udka; j¾.h 

제조업

ksIamdok  ◯
건설업

bÈlsÍï  	◯
농·축산업

lDIsldßñl iy i;aj md,kh 	◯

어업

ëjr  ◯
서비스업: 냉동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fiajd wxYh ∙ YS;l, uy fj<o ie,a" m%;spl%ShlrK o%jH 
f;d. tl;=j 

6)	전화번호	
ÿrl:k wxlh 

9)	사진	
PdhdrEmh

7)	응시번호	
whÿïm;a wxlh

8)		시험일시	및
			시험장	

úNd. Èkh iy 

ia:dkh

시험일시 및 시험장은 00월 00일 신문공고를 참고하십시오.
úNd. Èkh iy ia:dkh 00 ui 00 Èk mqj;am;a u.ska 

ksfõokh lrkq ,efí'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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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이해하기
fiajdkshqla;s wjir m;%h wjfndaO lr .ekSu

	 외국인고용허가제란?	úfoaYSh fiajdkshqla;s wjirm;a l%uh hkq l=ulao@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foaYSh lïlrejka fidhd.; fkdyels fldßhdfõ fiajd ia:dk j,g úfoaYSh lïlrejka kS;Hdkql+,j ,nd .ekSug fiajdkshqla;s 

wjirm;a l%uh u.ska bv,ndfohs'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고법) úfoaYSh lïlre fiajd mk;

	 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fiajdkshqla;s wjirm;a l%ufha l%shdmámdáh

일반외국인 idudkH úfoaYslhka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úfoaYSh /lshd 

fidhk ,ehsia;=jg 

ku we;=,;a 

lrkjd

입국 및
취업교육

실시

fldßhdjg 

we;=,aùu iy 

fiajd mqyqKqj ,nd 

.ekSu 

표준
근로계약

체결

kshñ; lïlre 

.súiqug w;aika 

lsÍu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배치

úfoaYSh 

lïlrejka fiajd 

ia:dkhg Ndr §u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fldßhdkq NdIdj 

m%ùK;d úNd.hg 

fmkSisàu 

사전
취업교육

uQ,sl mqyqKqj 

	 도입	근로자의	체류	자격별·업종별	배분	ùid j¾. iy l¾udka; mokï lrf.k úfoaYSh lïlrejka fnodyeÍu

2014년

구분

fnodyeÍu 

인원

f;dard.kakd uq¿ 

mqoa.,hska .Kk  

제조업

ksIamdok 

l¾udka; 

건설업
bÈlsÍï l¾udka; 

서비스업
fiajd wxYh 

농축산업
lDIsl¾udka;h 

uia yd lsß 

어업

ëjr l¾udka;h

일반(E-9)

jD;a;sh fkdjk fiajlhka
47,400 36,950 2,320 90 5,850 2,190

동포(H-2)

fldßhdkqjka$Ök kej;
0 0 0 0 0 0

재입국	취업자

fiajhg meñfKkakka 
5,600 5,300 30 10 150 110

총계	tl;=j 53,000 42,250 2,350 100 6,000 2,300

	 	EPS-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fiajdkshqla;s wjirm;a l%uh hgf;a fldßhdkq NdId m%ùK;d úNd.h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조기 적응 유도를 위해 2005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
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

시하고 있습니다.	
úfoaYSh lïlrejka iy Tjqkaf.a fmr fldßhdfõ Ôú; w;aoelSï ÈhqKq lrkakg fiajdkshqla;s l%shd mámdá wjxlj iy úksúoNdjhlska 

hqla;j 2005 wf.daia;= ui isg úfoaYslhka fiajdkshqla;s wjirm;a l%uh hgf;a fldßhdkq NdId m%ùK;d úNd.h fldßhdkq udkj iïm;a 

ixj¾Ok fiajd wdh;kh u.ska yÿkajd § ;sfí'

응시자격	iqÿiqlï ^whÿï l, yels wh&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jhi wjq 18 jeä wjq 39 wvq

■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nkaOkd.drh u.ska oeä ovqjï ,enQ wmrdOlrejl= f,i jd¾;d fkdúh hq;=hs

■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출국된	경력이	없을	것	fldßhdkq rch u.ska msgqjy,a l, whl= fkdúh hq;=hs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을	것	wd.uk ú.uk ld¾hd,h u.ska ;ykug ,la fkdjQjl= úh hq;=hs

평가기준	we.hsï jd¾;dj

■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fldßhdkq Ôú;hg w;HjYHhs uQ,sl ikaksfõok yelshdj 

■ 산업안전에 관한 기본지식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  
fldßhdkq ixialD;sh .ek uQ,sl wjfndaOhla wjYHhs 

합격기준 iu;a lsÍfï ñkqï

■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득점 8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l=Kq 200ka ,l=Kq 80 jvd ,nd.kakd wfmalaIlhka w;ßka by< ,l=Kq ,nd.kakd whÿïlrejka iu;a fõ

■ 합격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úNd. m%;sM, ksl=;a l, Èkfha isg jir 2la olajd úNd. m%;sM, j,x.= fõ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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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Track 159

①   ②   ③   ④ 

1.	이것은	무엇입니까?	fuh l=ulao@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ï mqoa.,hd oeka l=ula lrñka o bkafka@ 

l;djg ijka§ m%YaKhg ksjerÈ ms<s;=r f;darkak'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msßñhd bÈßhg l, hq;= jevh l=ulao@

① 신청서 쓰기  ② 이메일 쓰기  ③ 사진 붙이기  ④ 신분증 보여 주기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y wxl 2 mska;+rh n,d ksjerÈ ms<s;=r f;dark m%Yak fõ" fyd¢ka ijkaoS 

ksjerÈ ms<s;=r f;darkak'

wxl 3 iy wxl 4 fonig ijkaoS iïnkaOhla we;s mska;+rh f;dark m%Yak fõ" 

tfukau wxl 5 l;djg ijkaoS ksjerÈ ms<s;=r f;dark m%Yakhla fõ' ixjdoh 

ijkaoSug fmr ms<s;=re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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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농업이요. lDIsl¾udka;hhs'  ② 여: 어업이요. ëjrl¾udka;hhs'

 ③ 여: 축산업이요. mY= iïm;a l¾udka;hhs'  ④ 여: 제조업이요. ksYamdok l¾udka;hhs'

2. ① 남: 문의하고 있습니다. úuiñka isáhS'  ② 남: 신청하고 있습니다. whÿï lrñka isáhS'

 ③ 남: 접수하고 있습니다. ms,s.ksñka bkakjd' ④ 남: 신고하고 있습니다. jd¾:d lrñka bkakjd'

3. 여: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fudk me;af;a ^j¾.fha& jevo lrkak leu;s@

 남: 제조업이요. ßisÜ m; fmkakkak'

4. 남: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úNd.hg whÿï l,d'

 여: 접수증을 보여 주세요. ßisÜ m; fmkajkak'

5. 남: 한국어능력시험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fldßhdkq NdIdj m%ùK;d úNd.h ,shkak wjYHhs'

 여: 그럼 이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tfykï whÿï m;%h msfrõjd kï yß'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①  3. ③  4. ②  5. ①

1. 남: 좀 여쭤 볼 게 있는데요.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ug wykak fohla ;sfhkjd' fldßhdjg jev lrkak hkak leu;s  fudkjo uu l< hq;af;a@

 여: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먼저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야 해요. 

  fldßhdfõ jev lrkak hkak leu;s kï" m<uqj fldßhdkq m%ùK;d mÍlaIKhg bo.kak ´fka'

 남: 그런데 한국에 가면 바로 일을 하게 되나요? 

  kuq;a fldßhdjg hkak ,enqfKd;a .sh .uka fl,skau jev lrkak mq¨jkao@

 여: 아니요, 일하기 전에 한국어도 공부하고 업무 관련 기본 교육도 받아야 돼요. 

   keye jev lrkak l<ska fldßhdkq NdIdj bf.k .ekSug;a jev iïnkaO uQ,sl oekqu ,nd 

.ekSug;a isÿ fjkjd'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남자가 여자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msßñhd .eyeKq mqoa.,hd fidhd wd fya;=j l=ulao@

 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② 취업 교육을 받기 위해서

 ③ 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 ④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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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ablah pertanyaan berikut

wxl 3 iy 4 ysia;ekg .e,fmk m%ldY j,ska ysia;ekg jvd;a .e,fmk fhÿu f;darkak' 

3.

 

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fudk jevlgo wdfõ@ 

나: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싶은데요.

     fiajd kshqla;s wjirm;a l%uh ms<sn| úuiSug wjYHhs'

     ① 문의하고 ② 신청하고 ③ 접수하고 ④ 합격하고

4. 
가: 한국어능력시험을 잘 봤어요? fldßhdkq NdId m%ùK;d úNd.h fydÈka l,do@ 

나: 어렵지 않았어요.                        좋겠어요. 

     wudre jqfka keye iu;a jQfjd;a fyd|hs'

     ① 신청하면 ② 합격하면 ③ 접수하면 ④ 문의하면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m%Yakj,g ms<s;=re imhkak'

 성명	ku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ysia;ekg .e,fmk tl l=ulao@

     ① 남성 ② 김민수 ③ 3월 2일 1980년 ④ M28408080

my; mska;+r n,d .e<fmk jpkh fyda jdlHh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농업  ② 어업 

③ 축산업  ④ 건축업

2. ① 신분증입니다.  ② 수험표입니다.

③ 접수증입니다.  ④ 증명사진입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정답   1. ④  2. ①  3. ①  4. ②  5. ②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y wxl 2 mska;+rh n,d ksjerÈ jpkh fyda jdlH f;dark m%Yak fõ" 

WodyrKh fyd¢ka lshjd mska;+rhg .e<fmk ms<s;=r f;darkak'

wxl 3 isg wxl 5 ysia;ekg .e,fmk jvd;a ksjerÈ fhÿu f;dark m%Yak fõ' 

fyd¢ka lshjd ksjerÈ ms<s;=r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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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WÉpdrKh       P-27

fyd¢ka ijka § mqkreÉpdrKh lrkak'

bÈßfha we;s wlaIrh ‘ㄹ’ j,ska wjidk ù miqmi wCIrh  ‘이’, ‘야’, ‘여’, ‘요’, ‘유’ j,ska mgka .kakd 

wjia:dfõ§" miqmi wlaIrhg  ‘ㄴ’ wlaIrh tl;= ù ‘ㄹ  ㄴ’ njg m;a fõ' fuh WÉpdrKh lrk úg	[ㄹㄹ] f,i 

WÉpdrKh lrhs'

(1) 물약, 알약, 서울역, 휘발유 (2) 할 일, 열여덟

(3) 서울역에 가요. (4) 할 일이 많아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저는 보통 퇴근 후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 밤 11시까지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

uu idudkHfhkaa jev lsÍfuka miq f.or§ lEu f.k rd;%S 11 jk ;=re fldßhdkq NdIdj 

mdvï lrkjd' ta;a wo uykais ksid blaukg ksod .kakhs yokafka'

 ① 그리고  ② 그러면

 ③ 그래서  ④ 그런데

2.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센터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fiajd kshqla;s wjirm;a l%uh hgf;a fldßhdfõ jev lsÍug uu leu;s' tksid /lshd 

WmfoaYk uOHia:dkhg f.dia lskï jev lrkakg yels oehs wjqreÿ lShla muK jev l, 

yels oehs úuid n,kakg hs yokafka'

 ① 문의해  ② 대답해 

 ③ 신고해  ④ 취업해

3.

 

한국에 있는 회사에                 먼저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야 합니다. 점수가 좋아야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fldßhdfõ iud.ul fiajh lsÍu i|yd m%:ufhka Tn fldßhdkq NdId m%ùK;d úNd.h iu;a 

úh hq;=hs' ,l=Kq fyd| jQfjd;a fldßhdfõ jev lsÍug Tng iqÿiqlï fokq ,efí'

 ① 보고하려면  ② 취업하려면

 ③ 보고하거나  ④ 취업하거나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정답   1. ④   2. ①   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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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	근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yf,da fldfyduo b;ska' jev wjir m;%fha wjYH;djh ms<sno m%Yak lsysmhla 

;sfnkjd'

직원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Tõ" fudllao ;sfhk m%Yakh@

이반 	근무	시간요.	계약서에	있는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jev lrk ld,hhs’ .súiqfï ;sfnk ld,fha muKla jev l,yu yßo@

직원  네,	보통은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이	많을	때에는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어요.	
   Tõ" idudkHfhka jev lrk ld,h ;=, jev l,yu we;s" kuq;a jev jeä 

fj,djg ld,h Èlalr.ekSug fyda ksjdvq Èkj, jev lsÍug mq¿jka'

이반 	아,	그래요?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가	많아요?	
  wd tfyuo@ ld,h ÈlalsÍï yd ksjdvq Èkj, jevlrkak fjk  

fj,dj,a fõ§o@

직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f.dvla keye" tajf.u jev lrk ;rug wu;r §ukd ,efnkjd'

1.	이반	씨는	어디에	전화를	했어요?	bnka uy;d fldydgo ÿrl;kfhka weu;=fõ@

2.	이반	씨는	무엇을	알고	싶어해요?	bnka uy;d oek.kakg wjYH l=ulao@

정답   1. 고용센터  2. 근무 시간

52 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lshd fldkafoais fyd|hs jf.a 

대화 1  ixjdoh 1
Track 160

연장	근무

w;sld, fiajh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jev .súiqfï wvx.= o ms,snoj úuiSu" jev 

.súiqula w;aika lsÍu  

□l%shdldrlï –지만,	보다

□	jpk Ndú;h ioyd Wmfoia jev fldkafoais" /lshdjg nojd.ekSu mshjr

□	ixialD;sl f;dr;=re	 idudkH jev .súiqu

수당	
w;sld, 

§ukd

my; oelafjkafka bnka uy;d iy wOHdmk uOHia:dkfhaa fiajlfhl= w;r 

we;sjQ fonils' fyd|ska ijkaoS  wkq.ukh lrkak'

fyd|ska ijkaoS wkq.ukh l<d o@ tfyu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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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근로 조건
fldka;%d;a ld,h

수습 기간
jev l,hq;= fj,dj

계약 기간
kshñ; fj,dj

근무 시간
úfõl fj,dj

휴식 시간
wodhu

임금
mä oji

지급일
mä ,ndfok wdldrh

지급 방법
jev úia;rh

업무 내용
,nd fokjd

제공하다
,nd fokjd

부담하다
úhoula orkjd

숙식
myiq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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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근로 조건 Working conditions

근로조건 계약 기간 수습 기간 근무시간
working conditions period of employment period of probation working hours

휴게 시간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rest breaks wages payday wage payment options

업무 내용 제공하다 부담하다 숙식
details of work to off er; to provide to burden; to bear room and board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Creat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업무 내용을 잘 읽어 보세요.

1) 2) 
근무 시간 수습 기간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27 2014-06-11   오전 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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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월급을 언제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 계약서에서 을 확인해 보세요.

가: 계약서에 있는 것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나: 지금은 일을 배우는 이라서 그럴 거예요.

가: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나: 계약서에 누가 하는 거라고 쓰여 있어요?

가: 계약서를 잘 확인해 봤어요?

나: 네, 업무 내용이랑 임금 모두 마음에 들어요. 이 좋은 것 같아요.

① 지급일   ② 지급 방법

① 근무시간   ② 수습 기간

① 신청   ② 지급

① 근로계약   ② 근로조건

1) 

2) 

3) 

4) 

3) 4) 
임금 숙식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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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월급을 언제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 계약서에서 을 확인해 보세요.

가: 계약서에 있는 것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나: 지금은 일을 배우는 이라서 그럴 거예요.

가: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나: 계약서에 누가 하는 거라고 쓰여 있어요?

가: 계약서를 잘 확인해 봤어요?

나: 네, 업무 내용이랑 임금 모두 마음에 들어요. 이 좋은 것 같아요.

① 지급일   ② 지급 방법

① 근무시간   ② 수습 기간

① 신청   ② 지급

① 근로계약   ② 근로조건

1) 

2) 

3) 

4) 

3) 4) 
임금 숙식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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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 foi n,d WodyrKfha oelafjk wdldrhg foni iïmq¾K lrkak'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근무시간 수습 기간 임금 숙식 제공 

여부2) 3) 4)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mska;=r foi n,d WodyrKfha oelafjk wdldrhg foni 
iïmq¾K lrkak'

나: �업무�내용 을 잘 읽어 보세요. 

 jev j, wka;¾.;h fydÈka lshj n,kak'

   52과_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227

어휘 1 근로 조건 Working conditions

근로조건 계약 기간 수습 기간 근무시간
working conditions period of employment period of probation working hours

휴게 시간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rest breaks wages payday wage payment options

업무 내용 제공하다 부담하다 숙식
details of work to off er; to provide to burden; to bear room and board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Creat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업무 내용을 잘 읽어 보세요.

1) 2) 
근무 시간 수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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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jpk ud,dj 1 근로 조건 fiajl fldkafoais 

my; oelafjkafka jev fldkafoais iïnkaO úúO fhÿï fõ" fudkjd 

;sfnkjo lshd n,uqo@

by; jpk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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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a;ekg .e,fmk jpkh f;dr foni iïmq¾K lrkak'

1) 
가:  월급을 언제 받는지 모르겠어요.
 mäh ,enqfka ljoao lsh, u;l keye'

나: 계약서에                       을 확인해 보세요.
 .súiqfï mä oji mßlaIdlr n,kak'

① 지급일  ② 지급 방법

2) 
가:  계약서에 있는 것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súiqfï oelafjk m%udKhg jev mäh wvqfjka ,eì, jf.a'

나: 지금은 일을 배우는                       이라서 그럴 거예요.
 oeka jev bf.k .kak ld,iSudj ksid fjkak we;s'

① 근무 시간  ② 수습 기간

3) 
가: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wdydr iud.fuka ,nd fokjo@

나: 계약서에 누가                       하는 거라고 쓰여 있어요?
 .súiqfï ljqreka mä ,nkjd lshd olajd ;sfío@

① 신청   ② 지급

4) 
가:  계약서를 잘 확인해 봤어요?
 .súiqu fydÈka mßlaIdlr ne¨jo@

나: 네, 업무 내용이랑 임금 모두 마음에 들어요.                       이 좋은 것 같아요.
   Tõ" jev ms<sno úia;r yd mäh ms<sno ish,a,g uu leu;shs' jev lrk 

fldkafoais fydohs jf.a'

① 근로 계약  ② 근로 조건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정답   1. 1)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근무 시간을 잘 읽어 보세요.

  2)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수습 기간을 잘 읽어 보세요.

  3)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임금을 잘 읽어 보세요.

  4) 가: 계약서를 쓸 때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숙식 제공 여부를 잘 읽어 보세요.

 2. 1) ①   2) ②   3) ②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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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ixjdoh 2
Track 161

선생님 이반	씨,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bnka uy;d fldßhdfõ /lshdjg hk tl id¾:lo@

이   반  네,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고요.
  Tõ" jdikdjg blaukg fldßhdjg hkak mq¿jka fjhs jf.a" .sh i;sfha 

.súiqu;a w;aika l,d'

선생님 그래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we;a;o@ jev lrk ;ek fldfyo f;arefõ@

이   반  아,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wd ;ju;a jevlrk m%foaYh f;arefõ keye'

	 	일단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예요.
  uq,skau fldßhdfõ udkj iïm;a ixj¾Ok fiajd wdh;kh iuÕ 

fiajd .súiqulg w;aika lrkak fjk ;;ajhla ;sfhkafka'

선생님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어요?
 tal fkakï" tfykï ljo ú;r jevlrk ;ek oek.kak mq¨jkao@  

이   반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	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	준대요.
  jevlrk ;ek fldßhdjg meñKshdg miqj mqyqKqj ,eîfuka miqj 

okajkj¨'

운이	좋다
jdikjka;hs    

아직	;ju;a

·   아직 안 정해지다 / 

아직 정해지지 않다 

;ju;a ;SrKh lr,d 

keye

한국산업인력공단

fldßhdkq udkj 

iïm;a ixj¾Ok 

fiajd wdh;kh

1. 이반 씨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bnka uy;d fudkjgo iqodkï fjkafka@

2. 이반 씨는 어디에서 일할 거예요?	bnka uy;d bosrsfhaoS jev lrkafka fldfyo@

정답   1. 취업   2. 한국

알려	주다
okajkjd

fujr bnka uy;d iy .=re;=ud w;r we;sjk foni wkq.ukh lrkak' fydÈka 

lshjd wkq.ukh l,do@ tfia kï my; m%YaK j,g ms<s;=re imhkak'

bnka uy;d iy .=re;=ud /lshd kshqla;sh ms<sn| l;d lrñka isáhS' 

m%:ufhkau fonig fojrla ijka fokak' 

일단

uq,sk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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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다
iïuqL mÍlaIKhg 

hkjd

사업주
jevlrk ;ek

취업자
fiajlhd

고용하다
/lshdjl ksr; 

fjkjd

취업하다
/lshdj wrnkjd

계약을 하다
.súiqu w;aika 

lrkjd

사인하다/서명하다
w;aika lrkjd

근무하다
jev lrkjd

근무지
jevlrk ;ek" iud.

fï ku

업체명
iud.fï ku

퇴직하다
úY%du .kakjd

해고하다
wia lrkjd ^fkrmd 

oukjd&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어디에서 일하게 됐어요? áll bkak" .súiqfuka jevlrk ;ek fidhd n,kakï'

나: 잠시만요. 계약서에서                        을/를 확인해 볼게요.
   whÿï lre f.a ;ek fudllao ,shkak ´fka@

① 근무지  ② 근무 시간

2) 
가:                            에는 뭘 써야 해요? whÿïlre lshk ;ek fudllao ,shkak ´fka@

나: 이반 씨가 취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반 씨 이름을 쓰세요.
 tlg jev lrkak ,eîu .ek i;=gqhs fu;k w;aika lrkak'

① 고용자  ② 취업자

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어휘 2  jpk ud,dj 2 취업 절차 /lshdjg iqodkï jk mshjr

/lshdjla ,nd.ekSfï mshjr yd iïNkaO m%ldYkhka fudkjdoehs oek .ksuqo@

by; jpk foi fkdn,d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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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 foi n,d .e,fmk jpkh hd lrkak'

3) 
가: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기에다가                         .
 tlg jev lrkak ,eîu .ek i;=gqhs fu;k w;aika lrkak'

나: 네, 그럼 이제 계약이 다 끝난 건가요?
 Tõ" tfyukï oeka .súiqfï lghq;= wjikao@

① 사인하세요 ② 면접을 보세요

4) 
가: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uu;a fldßhdfõ jevg hkak leu;shs'

나: 한국에                         먼저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세요.
 fldßhdfõ jevg hkak kï uq,skaua fldßhka NdId m%ùK;d úNd.hg fmkS isákak'

① 고용하려면 ② 취업하려면

해고하다

사인하다

계약을 하다

   52과_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231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가: 에는 뭘 써야 해요?

나: 이반 씨가 취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반 씨 이름을 쓰세요.

가: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기에다가 .

나: 네. 그럼 이제 계약이 다 끝난 건가요?

가: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나: 한국에  먼저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세요.

① 고용자   ② 취업자

① 사인하세요   ② 면접을 보세요

① 고용하려면     ② 취업하려면

2) 

3) 

4) 

①     ㉠

②     ㉡

③     ㉢

④     ㉣

해고하다

사인하다

계약을 하다

면접을 보다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31 2014-06-11   오전 9:54:51

㉠

㉡

㉢

㉣면접을 보다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①

②

③

④

정답   1. 1) ①  2) ②  3) ①  4) ②   2. ① ㉣  ② ㉠  ③ ㉡  ④ ㉢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손이	빨라요.	jev blauka'

가: 포장 작업이 급한데 누가 좋을까요? weiqreï jev blaukg lrkak ´fka" ljqo jvd;au fyd|@

나: 민수 씨가 손이 빨라요. ñkaiq bla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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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ka oelafjkafka idudkH jev .súiquls" fyd¢ka lshjd m%Yak j,g ms<s;=re imhkak'

사용자(갑)

wdh;k 

m%Odkshd

업체명	iud.fï ku

한국가구
전화번호	ÿrl:k wxlh

031-123-4567

소재지	ia:dkh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번지

성명 ku 

김민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shdmÈxÑ wxlh   1234567890

취업자(을)

fiajlhd 

성명	ku   닛차난
생년월일	ku

1985년 3월 1일

본국주소     II Moo I, Tambon Lamphu, Amphur Mueang nong bua lamphu,  

Nong bua lamphu 39000, Thailand

1.	근로계약기간

    jev .súiqï ld,h

신규(또는	재)입국자	(	24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w¨;ska meñfKkakkd 24 udi 

iud.u udre lrkakkd ( wjq ui Èk " wjq ui Èk

-	수습시간: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	2개월			[√]	3개월)		[			]	미활용

   wksjd¾h ld,h( Ndú;h udifha isg Ndú;d l< fkdyel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가산함)	단,	법	제	18조의	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

w¨;ska meñfKkakka fyda kej; meñfKkakkaf.a fiajd .súiqï ld,h rgg meñKs 

Èk isg .Kkh lrkq ,efí'j.ka;shg wkqj udi ;=kla ráka msgù isg kej; rgg 

meñfKk úg rgg meñK jev mgka.kak Èkfha isg jev .súiqu n,d meje;afõ'

2.	취업	장소

    jevfmd<

한국가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번지)

fldßhdfõ ,smskh

3.	업무내용

    l,hq;= jev

-	업종	:	제조업  
   wkq LKavh ∙ ksIamdok wxYh

-	사업내용	:	가구 제작 및 판매   

   /lshdfõ iajNdjh ∙ .Dy NdKav ksIamdokh iy úls”u

-	직무내용	:	가구 조립  
   jev j, wka;¾.;h ∙ .Dy NdKav tl,ia lsÍu

my; tajd w;ßka ks;acdkka uy;df.a .súiqug wod, ke;ss foaj,a f;darkak'

1.		다음	중	‘닛차난’	씨의	계약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다음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② 수습 기간은 3개월입니다.

③ 취업자는 김민수 씨입니다.

④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정답   1. ③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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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iïu; fiajd .súiqu

	 표준근로계약서	iïu; fiajd .súiqu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하게 될 때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서식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취업 장소, 업무 내용, 근무시간, 휴식 시간, 휴일, 임금, 임금 지급 시기와 방법,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호 간에 정하고자 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shd wjir m;%hla f,i fldßhdfõ jevmgka .kak úg idudkH fiajd .súiqu Ndú; lrhs' idudkH 

/lshd .súiqu jev fldkafoais .ek we;sjk .eg¿ ke;slr úfoaYSh lïlrejkaf.a whs;Ska /l.ekSug 

ks;sh u.ska kshulrk ,o fohls" idudkH jev .súiqfï jev .súiqï ld,h" /lshd ia:dkh" kshñ; 

jev" jev l,hq;= fj,dj" ksjdvq fj,dj" ksjdvq Èkhka" jegqm" jegqm f.jk fj,dj yd f.jk wdldrh" 

Bg wu;rj wdh;k m%Odkshd yd úfoaYsl lïlrejd  w;r .súi .kak fjk;a foaj,a hkdÈh wvx.= fõ'

	 표준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iïu; fiajd .súiqul úia;r

■ 계약	기간	:	1년에서 3년 이내로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3개월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90%를 받게 됩니다. 

  .súiqï ld,h jirl isg jir ;=kla olajd ld,hla we;=,; l, iSudjlg l;dlr tlÕ ùug mq¿jk' 

fuys§ udi ;=kl wksjd¾h ld,hla kshu l<yels w;r fuu ld,h ;=,§ jegqfmka 90] muKla 

,efnhs'

■ 근무	시간	: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1일 평균 근무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의 경우

에는 근무 시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jevlrk fj,dj # lïlre kS;shg wkqj tl Èkhlg jevlrk meh .Kk ;SrKh l, hq;=hs' kuq;a 

f.dú;ek" êjr l¾udka;h jeks wjia:dj,§ jevlrk fj,dj wvqúh yelshs'

■ 임금	:	임금은 최저임금(2014년 현재시간 당 5,210원) 수준보다 높아야 하며,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는 임금과 함께 지급 방법과 임금 지급일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jegqm # wju  jegqm ^2014 jif¾ isg mehlg fjdka 5210 g &  jvd jeäúh hq;= w;r .súiqï ld,h ;=, 

wju jegqm jeäjqfkd; ajeäjk m%udKh g mäh ielish hq;=hs' fuu fldgig mäh;a iu.u §ukd 

f.jk wdldrh §ukd f.jk jev ish,a, wka;¾.; úh hq;=hs'

■ 숙식	제공	: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가 그 비용을 부담

하는 정도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kjd;eka myiqlï kjd;eka myiqlï yd lEu ,nd fokjo hkak wvx.== jk fldgihs" kjd;ekaa myiqlï 

,nfok úg lïlrejd fldmuK fldgila f.úh hq;=o hkak;a wvx.=úh hq;=hs'

	 	 표준	근로계약서의	체결	절차	idudkH jev .súiqula iïmq¾Klrk mshjrj,a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계약체결 

및 도입지원을 대행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가 1부, 근로자가 1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lïlrejd fldßhdjg meñ”ug fmr iu. jev .súiqula w;aika lrkjd' wh;kha jev .súiqu iy 

we;=,;a ùfï myiqlï imhkjd' jev .súiqu /lshdj ,ndfokak úiska msgm;a foll ilia lrk w;r 

iu.u úiska tl msgm;la lïlrejd úiska ;j msgm;la <Õ ;nd.; hq;=hs'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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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jg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Track 162

1.	언제입니까?	ljoo@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m%Yakhg ijka§ .e,fmk ms<s;=r f;darkak'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아침하고 점심을 줘요.  ② 네, 계약 기간은 1년이에요.

 ③ 네, 기숙사를 제공해 줘요.  ④ 네, 월급은 25일에 지급해요.

4.  ① 네, 매달 25일이에요.  ② 네, 다음 달부터 일해요.

 ③ 아니요, 근무지는 아직 몰라요.  ④ 아니요, 계약 기간은 아직 몰라요.

234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언제입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아침하고 점심을 줘요.  ② 네, 계약기간은 1년이에요.

 ③ 네, 기숙사를 제공해 줘요. ④ 네, 월급은 25일에 지급해요. 

4. ① 네, 매달 25일이에요.  ② 네, 다음 달부터 일해요. 

 ③ 아니요, 근무지는 아직 몰라요.   ④ 아니요, 계약 기간은 아직 몰라요.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① 기숙사가 멀어서  ② 기숙사가 없어서 

③ 계약서가 없어서  ④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Track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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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uu mqoa.,hd oeka fudkjo lrkafka@

여자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eyeKq mqoa.,hd l=uk fya;=jla ksid lrorhg m;aù isákjo@

① 기숙사가 멀어서  ② 기숙사가 없어서

③ 계약서가 없어서  ④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y 2 mska;=rh foi n,d .e,fmk ms<s;=r f;drK m%Yakh fõ" fyd¢ka 

ijka§ ksjerÈ fhÿu f;darkak'

wxl 3 isg 5 olajd m%Yakhg ijka§ .e,fmk ms<s;=r f;dark m%Yakh fõ" fonig 

ijka§ug fmr WodyrKfha wka;¾.;h tla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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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근무 시간입니다. jevlrk fj,djhs'

 ② 남: 휴식 시간입니다. úfõl .kak fj,djhs'

 ③ 남: 계약 기간입니다. .súiqï ld,hhs'

 ④ 남: 임금 지급일입니다. mäh ,efnk Èkhhs'

2. ① 여: 면접을 봅니다. iïuqL mÍlaIKhg hkjd'

 ② 여: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jev fldkafoais mßlaIdlr n,kjd'

 ③ 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súiqfï w;aika lrkjd' 

 ④ 여: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jev mjrkq ,efí'

3. 남: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요? iud.fuka lEu fokjo@

4. 여: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요? fldfyo jevlrkafka lsh, okakjo@

5. 남: 계약서는 잘 확인해 봤지? .súiqu fydÈka ne¨j fkao@

 여:  응, 그런데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걱정이야. Tõ’ kuq;a kjd;ekaa myiqlï fkd§u ksid 

lrorhg m;afj,d bkafka'

 남:  그래? 보통은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이상하다. 

  we;a;o@ idudkHfhka kjd;ekaa myiqlï fok kuq;aa fuh wuq;=hs'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③  3. ①  4. ③  5. ②

1. 남:  실례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요? 

  iudfjkak' ksjdvq Èkj, jev lf,d;a wu;r §ukd^fndakia& ,nd .; yelso@

 여: 네, 월급 외에 휴일 근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또 궁금한 것 있으세요? 

   Tõ" jegqmg wu;rj ksjdvq Èkj, jev lf,d;a wu;r §ukd^fndakia& ,nd .; yel' ;j oek.

kak leu;s oE ;sfnkjdo@

 남: 휴가는 1년에 며칠 쓸 수 있어요? ksjdvq Èk wjqreoaola ;=, fldmuK ,nd .; yelso@

 여: 1년에 15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어요. wjqreoaola ;=, Èk 15la jk ;=re ksjdvq Èk ,nd .; yelhs'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남자가 여자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msßñ mqoa.,hd .eyeKsh fidhd wd fya;=j l=ulao@

 ① 휴가를 신청하려고 ② 근무 수당을 받으려고

 ③ 휴일 근무를 신청하려고 ④ 근무 조건을 문의하려고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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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언제 월급이 들어오는지 몰라서 답답해요. 

 mäh ,efnkafka ljoo lshd fkdokakd ksid ys;g iykhla keye'

나: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을/를 다시 찾아보세요.

 idudkH jev .súiqfï mäh ,efnk Èkh kej; fidh,d n,kak'

     ① 소재지 ② 업체명 ③ 임금 지급 날짜 ④ 임금 지급 방법

4.

 
가:                            을 확인해 봤어요? l,hq;= jev ms,sn| úia;rh mßlaIdlr ne¨jo@

나: 네, 농장에서 사과 따는 일을 할 것 같아요. Tõ’ f.dúfmdf<a wem,a lvk jev lrkak ´fka jf.a'

     ① 근무 시간 ② 휴식 시간 ③ 업무 내용 ④ 식사 제공

5.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취업 

장소, 업무 내용, 근무 시간, 휴식시간, 휴일, 임금, 지급 시기와 방법,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

자가 상호간에 정하고자 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lshd n,m;% /f.k fldßhdjg meñfKk úg jev .súiqula w;aikal< hq;=hs' idudkH jev .súiqfï 

kï jev l,hq;= ld,iSudj" jevfmdf<a ,smskh" jev j, wka;¾.;h" jev l,hq;= fj,dj" lEu 

fj,dj" ksjdvq Èk" jgqm" uqo,a f.jk Èkh yd l%uh" Bg wu;rj whs;slre yd úfoaYSh lïlrejd w;r 

we;slr .kak tlÕ;djhka hkdÈh wvx.= fõ'

     ① 근무지 ② 근로 계약 ③ 근로 조건 ④ 근로 시기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① 소재지  ② 업체명

③ 계약 기간 ④ 업무 내용

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②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근무지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④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my; mska;=rh n,d .e,fmk jdlHh fyda jpkh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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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소재지  ② 업체 명

 ③ 계약 기간  ④ 업무 내용

2.  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②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근무지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④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언제 월급이 들어오는지 몰라서 답답해요. 

 나: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을/를 다시 찾아보세요. 

① 소재지 ② 업체 명 ③ 임금 지급 날짜 ④ 임금 지급 방법

4. 가: 을 확인해 봤어요?

 나: 네, 농장에서 사과 따는 일을 할 것 같아요.

① 근무시간 ② 휴식 시간  ③ 업무 내용  ④ 식사 제공 

5. 

① 근무지 ② 근로계약 ③ 근로조건  ④ 근로 시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취업 장소, 업무 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지급 시기와 방법,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호간에 정하고자 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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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소재지  ② 업체 명

 ③ 계약 기간  ④ 업무 내용

2.  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②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근무지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④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언제 월급이 들어오는지 몰라서 답답해요. 

 나: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을/를 다시 찾아보세요. 

① 소재지 ② 업체 명 ③ 임금 지급 날짜 ④ 임금 지급 방법

4. 가: 을 확인해 봤어요?

 나: 네, 농장에서 사과 따는 일을 할 것 같아요.

① 근무시간 ② 휴식 시간  ③ 업무 내용  ④ 식사 제공 

5. 

① 근무지 ② 근로계약 ③ 근로조건  ④ 근로 시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취업 장소, 업무 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지급 시기와 방법,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호간에 정하고자 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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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②  3. ③  4. ③  5. ③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y 2 mska;=rh foi n,d .e,fmk jpkh fyda jdlH f;dark  m%Yak fõ" 

WodyrKh fyd¢ka lshj mska;=rhg .e,fmk fhÿu f;darkak'

wxl 3 isg 5 olajd we;af;a ysia;ekg .e,fmk fhÿu f;dark m%Yakhs" fyd¢ka 

lshjd .e,fmk fhÿu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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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WÉpdrKh        P-28

fyd¢ka ijka § mqkreÉpdrKh lrkak'

bÈßfha we;s wlaIrh jd;h msg lsrSfïoS ndOdjlg ,la ù kef.k Yíohlska wjika ù miqmi wlaIrh 이, 

야, 여, 요, 유 j,ska mgka.kakd wjia:dfõ§" miqmi wlaIrhg ‘ㄴ’ tl;= fõ' ta wkqj" ‘jd;h msg lsrSfïoS 

ndOdjlg ,la ù kef.k Yío’ ¬ [니], [냐], [녀], [뇨], [뉴]’ njg m;a fõ' fuúg bÈßfha we;s wlaIrfhys 

Yíoh kHdislH Yíohla f,i WÉpdrKh lrhs'

(1) 부엌일, 색연필, 늦여름

(2) 꽃잎, 낯익은, 앞일

(3) 부엌일이 많아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우리 부서에서                 일한 동료가 다음 주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 후에 환송회를 합니다.

"wm fomd¾;fïka;=fõ È.= l,la fiajh l, fiajlfhla ,nk i;sfha wdmiq ;u rgg hkjd' 

tu ksid wo jev ksuù iuq.ekSfï W;aijhla mj;a jkjd'

 ① 매우  ② 오래 

 ③ 아마  ④ 별로

2.

 

이번 달 말이 되면 지금 일하는 회사와의 근로 계약이 끝납니다. 이곳에서 더 일하고  

싶어서 오늘 사무실에서 근로 계약을                .

fï ui jidkh jkúg oekg jev lrk wdh;kfha fiajl .súiqu wjidk fjkjd' ;j 

ÿrg;a fuu wdh;kfha jev lsÍug wjYH neúka wo ld¾hd,fha§ fiajl .súiqu ^È.=lrkjd&'

 ① 무시했습니다  ② 지급했습니다

 ③ 연장했습니다  ④ 취소했습니다

3.

 

최근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교육을                 각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j¾;udkfha fiajdkshqla;s wjirm;a l%uh hgf;a fldßhdjg meñfKk fiajlahka .Kk 

jeä ù we;'  úfoaYsl fiajlhka /lshd wOHdmkh ,enQ miq iEu mqoa.,fhl=u ;u jHdmdr 

ia:dkfha ia:dk.; lrkq ,efí'

 ① 받은 후에  ② 받으려면

 ③ 취소한 후에  ④ 취소하려면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정답   1. ②   2. ③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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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úfoaYSh ,shdmÈxÑh lr.ekSu i|yd hkjd 

1.	이반	씨는	어디에서	일할	거예요?	bnka uy;auhd fldfyo jev lrkak bkafka@

2.	이반	씨는	얼마	동안	일할	예정이에요?	bnka uy;auhd fldfyo jev lrkak bkafka@

정답   1. 가구 공장  2. 3년

대화 1  ixjdoh 1
Track 163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wd.uk iudf,dadpkh ,nd .ekSu $ úfoaYSh 

,shdmÈxÑh 

□l%shdldrlï fiajd mqyqKqj f;areï .ekSu 

□	jpk Ndú;h ioyd Wmfoia  we;=,aùfï l%shdj<sh$ úfoaYsh ,shdmÈxÑh 

□	ixialD;sl f;dr;=re	 úfoaYsh ,shdmÈxÑh

랑/이랑 iy

‘와/과’ 'hkak w¾:h iu. iudk 

jk w;r kuq; ‘와/과’ hkak 

l:dlrk NdYdfõ§ Ndú;d lrk 

w; ‘랑/이랑’ hkak ,sùfï§ 

Ndú;d lrhs' ;jo	‘랑/이랑’  

hkak ‘하고’ iu. udre lr ,súh 

yelsh'

·  이 집으로 이사올 때 회사 

동료들이랑 고향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fï f.org tk úg 

wdh;kfha tlg jev lrk 

hy¿jka iy .fï ñ;=rka 

f.dvla Woõ l,d'

·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súiqï mf;ys wka;¾.;h 

l=;=,yhla kï lshdjd 

n,kak'

my; oelafjkafka bnka uy;d iy .=jkaf;dgqmf,a fiajlhd w;r ixjdohs'  

uq,skau  ixjdoh fojrla ijka§ bkamiqj wkq.ukh lrkak'

fyd|ska ijkaoS wkq.ukh l<d o@ tfyukï my; m%Yakj,g ms<s;=re imhkak'

직원	 	안녕하세요.	여권하고	입국	신고서	주세요.	
  wdhqfndajka' úfoaYSh .uka n,m;%h iy we;=,aùfï wjir 

m;%h fokak'

이반	 네,	여기	있습니다.	 Tõ' wd fukak'

직원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fldßhdjg l=ula i|ydo meñKsfha@ 

이반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왔어요.	
  fiajdkshqla;s wjirm;% l%uhg jev lrkak meñKshd'

직원	 	어디에서	일하실	예정이시죠?	fldfyao jev lrkak  

ie,iqï lrkafka@ 

이반	 		가구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S nvq l¾udka; Yd,djl jev lrkak ,eì, ;sfhkjd'

직원	 	3년	계약이시네요.	비자랑	서류	확인되셨고요.	
 wjqreÿ 3 l .súiqula ;sfhkjd' ùid ,sms o%jH mßlaId l<d'

	 여기에	손가락	대	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카메라	보세요.	
 fu;kska weÕs,a, ;shkak fu me;af; ;sfhk leurdj foi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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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사증
ùid 

유효 기간
j,x.= ld,iSudj

여권
úfoaY .uka 

n,m;%h 

발급을 신청하다
ksl=;a lsÍfï ,shdmÈxÑh ^.uka 

n,m;%h ksl=;a lr ,shdmÈxÑ 

lrkjd& 

발급 받다
ksl=;a lrkjd 

입국하다
rglg we;=,a 

fjkjd 

입국 심사를 받다
we;=,aùug wjir ,nkjd 

입국이 금지되다
we;=,aùu kj;kjd 

취업교육을 받다
fiajd kshqla;s mqyqKqj 

,nkjd 

작업장에 배치되다
fiajd ia:dkhg 

wkqhqla; lrkjd

입국신고서
rglg we;=,aùfï m;%h

성
jdi.u

이름
ku 

생년월일
lKsIaG

국적
cd;sh

성별
,sx.sl;ajh 

^msßñ$.eyeKq& 
여권번호

úfoaYsh .uka 

n,m;a wxlh 

비행기	편명
.=jka hdkd wxlh 

입국목적
.ufka wruqK 

비자발행도시
ùid ,enQ ia:dkh

통역
w¾: ksrEmkh 

^mßj¾:kh& 

어휘 1  jpk ud,dj 1 입국 절차 we;=,aùfï l%shdj,sh 

amy; we;af;a we;=,;a ùfï l%shdj,sh yd iïnkaO m%ldYkhs' fudkjf.a m%ldYk 

;sfí oehs n,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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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한국에 가면 바로 회사에서 일해요? 

 fldßhdfõ .shdu l,ska jevmf,a jev lrkjo@ 

나: 아니요, 2박 3일 동안                        을/를 받아요.
 keye" ojia 3la  iy /hj,a 2la /lshd mqyqKqj ,efnkjd'

① 입국 심사 ② 취업 교육

2) 
가:                         할 때 보통 뭘 물어봐요? 

 rglg we;=,;a ùfï wjirh .ekSu idudkHfhka fudkjo úuikafka@

나: 한국에 온 목적이랑 체류 기간 같은 것을 물어봐요.
 fldßhdjg wdj wruqK" kj;sk ld,h wd§ foaj,a wykjd'

① 입국 심사 ② 작업장 배치

3) 
가:  입국 심사에서 실수를 할까 봐 걱정이에요.
 wd.uk mÍlaIKh jerÈ n,d lkiai¨ fjkjd'

나: 혹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으면                        을 신청할 수 있어요. 
 fldßhka NdIdj f;areï .kak neßkï mßj¾:h b,a,kak mq¨jka

① 통역  ② 교육

4) 
가:  여권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úfoaY .uka n,m;%h j,x.= ld,h jeäh keye'

나: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을 받으러 가려고 해요.
 Tõ' ta ksid ,nk i;sfha kej; ksl=;a lsßu ,nd.kakg hdu lrkak'

① 신청  ② 발급

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 iïmQ¾K 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238   한국어 표준교재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한국에 가면 바로 회사에서 일해요?

나: 아니요. 2박 3일 동안 을/를 받아요.

① 입국 심사  ② 취업 교육

1) 

가: 할 때 보통 뭘 물어봐요?

나: 한국에 온 목적이랑 체류 기간 같은 것을 물어봐요.

① 입국 심사  ② 작업장 배치

2) 

가: 입국 심사에서 실수를 할까 봐 걱정이에요.

나: 혹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으면 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① 통역  ② 교육

3) 

가: 여권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나: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을 받으러 가려고 해요.

① 신청   ② 발급 

4) 

입국하다            작업장에 배치되다            취업 교육을 받다      

사증을 발급 받다            근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기

1) 2) 3) 4) 5)

→ → → →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38 2014-06-11   오전 9:54:54

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2) 3) 4) 5)

입국하다   작업장에 배치되다   취업 교육을 받다

사증을 발급 받다   근로 계약이 체결되다

정답   1. 1) 근로 계약이 체결되다   2) 사증을 발급 받다   3) 입국하다

  4) 취업 교육을 받다         5) 작업장에 배치되다

 2. 1) ②   2) ①   3) ①   4) ②

bÈßfhka we;s jpk fldgi fkdn,ñka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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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국

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들어오신	후	90일	

이내에	일하시는	곳	근처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

셔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실	때는	여권과	사진	2장,		

그리고	일하고	계신	곳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는	데는	3만원의	수

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신	경우에도	다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된

다는	사실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Tn ish¿ fokdu fldßhdfõ kS;Hdkql+, ;;a;ajh ,nd.

ekSu i|yd úfoaYsh cd;sl ,shdmÈxÑh l, hq;=hs' úfoaYsh 

cd;sl ,shdmÈxÑh lrk l%uh myiqhs ^ir,hs&' úfoaYSh 

cd;sl ,shdmÈxÑh fldßhdjg meñKs miqj Èk 90la hdug 

fmr jev lrk ia:dkh wdikakfha we;s wd.uk ú.uk 

ld¾hd,hg .syska lr.kak mq¿jka ',shdmÈxÑfha§ úfoaY 

.uka n,m;%h iy PdhdrEm 2la ta jf.au jev lrñka bkak 

ia:dkfha jHdmdr ,shdmÈxÑ lsÍfï iy;slfha msgm;la /

f.k hdu l< hq;=h' úfoaYSh cd;sl yeÿKqïm; ye§ug 

fjdka 30000l .dia;=jla wjYHh fjkjd' ta jf.au úfoaYSh 

.uka n,m;%fha j,x.= ld,h wjika kï w¨;a lsÍfuka 

miqj kej; úfoaYSh cd;sl ,shdmÈxÑh lsÍu i|yd wjYH 

nj wksjd¾fhkau oek.; hq;=h'

신분을	보장받다

ks;Hdkql+, ;;a;ajh 

,nd .ekSu i|yd 

갱신하다
w¨;a lrkjd

정답   1. 한국에 들어온 후 90일 이내  2. 여권, 사진 2장, 일하는 곳의 사업자 등록증

1.	외국인	등록은	언제	해야	해요?	úfoaYSlhka i|yd jk yeÿkqïm; ljoao yokak ´fka@

2.	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úfoaYSlhka i|yd jk yeÿkqïm; yokakg fudkjo wjYH fjkafka@

만료되다
j,x.= ld,h wjika 

fjkjd 

대화 2  ixjdoh 2
Track 164

fujr l:sldpd¾hjrfhl= f,i ixjdoh lshjd n,kak'

my; oelafjkafka úfoaYSh cd;slhska ,shdmÈaxÑh ms<sn| ixjdohls' uq,skau 

fonig fojrla ijka fo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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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foaYSh cd;slhska ,shdmÈxÑh iy iïnkaO m%ldYhka fudkjdoehs n,uqo@

출입국 관리소
wd.uk ú.uk ld¾hd,h 

외국인 등록을 하다
úfoaYslhka ,shdmÈxÑ 

lrkjd 

사업자 등록증 사본
wdh;kfha ,shdmÈxÑ 

iy;slfha msgm; 

수수료
.dia;=j 

외국인 등록증
úfoaYSh cd;sl yeÿKqïm;

외국인 등록 신청서
úfoaYSh cd;sl ,shdmÈxÑ whÿïm; 

번호표를 뽑다
wxlhla ,nd.kakjd 

지문을 등록하다
we.s,s i,l=K 

,shdmÈxÑ lrkjd 

어휘 2  jpk ud,dj 2 외국인 등록 úfoaYSh cd;sl ,shdmÈxÑ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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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pk ud,j foi fkdn,d my; m%Yakj,g ms<s;=re imhkak' 

보기

mska;+rh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s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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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접수 번호를 뽑다       지문을 등록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다보기

1) 2) 3) 4)

①     ㉠

②     ㉡

③     ㉢

④     ㉣

⑤     ㉤

수수료

번호표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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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접수 번호를 뽑다       지문을 등록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다보기

1) 2) 3) 4)

①     ㉠

②     ㉡

③     ㉢

④     ㉣

⑤     ㉤

수수료

번호표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41 2014-06-11   오전 9:54:55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iïnkaO lrkak'

1) 2) 3) 4)

 접수 번호를 뽑다 지문을 등록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다

㉠ 수수료

㉡ 번호표

㉢ 신청서

㉣ 외국인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

②

③

④

⑤

정답   1. 1) 접수 번호를 뽑다 2) 신청서를 제출하다

  3) 지문을 등록하다  4) 외국인 등록증을 받다

 2.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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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취업 교육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news report concerning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1.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취업 교육 … 근로자의 한국 적응 도와

② 외국인 근로자 10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③ 16시간의 취업 교육 … 프로그램 다양화되어야 

④ 고용 허가제의 정착 … 법률과 제도 교육이 우선  

20일 노사 발전 재단에 따르면 

고용  허 가제 로  입국해  취업 

교육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 근로 자 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16시간의 

취업 교육을 받는다. 

2박 3일간의 취업 교육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배운 한국어를 다시 

점검하고,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 근로 기준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 

산업 안전 등을 배운다.  

박인상 대표 이사장은 “취업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적응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고용 허가제의 정착에 기여하여 왔다”고 밝히면서 취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42 2014-06-11   오전 9:54:55

24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취업 교육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news report concerning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1.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취업 교육 … 근로자의 한국 적응 도와

② 외국인 근로자 10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③ 16시간의 취업 교육 … 프로그램 다양화되어야 

④ 고용 허가제의 정착 … 법률과 제도 교육이 우선  

20일 노사 발전 재단에 따르면 

고용  허 가제 로  입국해  취업 

교육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 근로 자 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16시간의 

취업 교육을 받는다. 

2박 3일간의 취업 교육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배운 한국어를 다시 

점검하고,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 근로 기준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 

산업 안전 등을 배운다.  

박인상 대표 이사장은 “취업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적응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고용 허가제의 정착에 기여하여 왔다”고 밝히면서 취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42 2014-06-11   오전 9:54:55

242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취업 교육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he news report concerning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1.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취업 교육 … 근로자의 한국 적응 도와

② 외국인 근로자 10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③ 16시간의 취업 교육 … 프로그램 다양화되어야 

④ 고용 허가제의 정착 … 법률과 제도 교육이 우선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42 2014-06-11   오전 9:54:55

20일 노사 발전 재단에 따르

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취업

교육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

에 오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16시간

의 취업 교육을 받는다.

2박 3일간의 취업 교육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배운 한국어를 다시 점검

하고,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 근로 기준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 

산업 안전 등을 배운다.

박인상 대표 이사장은 “취업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적응을 돕고 중소기업

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고용 허가제의 정착에 기여하여 왔다”고 밝히면서 취업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Èk 20la mqrd ixj¾Okh lrñka isÿ lrk /lshd wjirm;a l%ufhka we;=,a ù fiajdkshqla;s mqyqKqj 

,nd.kakd úfoaYSh lïlrejka fï jk úg jir 5la mqrd úYd, jYfhka jeä fjñka ;sfnkjd' 

j¾;udkfha fiajd kshqla;s wjirm;a l%ufhka fldßhdjg hk ish¨ úfoaYSh lïlrejka fiajd 

kshqla;shg wkqhqla; lrkak l,ska meh 16l /lshd mqyqKqjla ,nkjd'

Èk 3l /lshd mqyqKqfõ§ úfoaYSh lïlrejka rgg we;=,a ùug fmr bf.k .;a fldßhdkq NdIdj 

kej; u;la lr§ fldßhdfõ tÈfkod ixialD;sh yd Ôjk rgdj  uQ,sl lïlre kS;sfhka wdrïN 

jk uQ,sl kS;s iy l%ufõohka jevm, wdrlaIdj wdÈh W.kajkjd"

mdlabkaidx /lshd wOHdmkfha jeo.;alu wjOdrKh lrñka fufia mejiSh’" /lshd mqyqKqj u.ska 

fldßhdkq ixl%ñlhskag fldßhdjg iß,k mßÈ" iq¿ yd uOH mßudK jHdmdrhkaf.a Y%u ysÕh wvq 

lsÍu iy /lshd wjir l%uh ia:dms; lsÍu i|yd odhl úh'

fiajl wOHdmkh iïnkao fþohls" fydÈka lshjd m%YaK j,g ms<s;=re imhkak'

취업	교육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by; fþofha ud;Dldjg .e<fmk ksjerÈ ms<s;=r f;darkak'

 ① 취업 교육 … 근로자의 한국 적응 도와

 ② 외국인 근로자 10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③ 16시간의 취업 교육 … 프로그램 다양화되어야

 ④ 고용 허가제의 정착 … 법률과 제도 교육이 우선

정답   1. ①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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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úfoaYSh cd;sl ,shdmÈxÑh

	 외국인	등록이란?	úfoaYSh cd;sl ,shdmÈxÑh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현황 및 신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여 국제법상 외국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보호

하는 것을 말합니다.	

fldßhka ckrcfha Èk 90lg jvd /§ isàug wfmalaId lrk úfoaYslhka i|yd ,shdmÈxÑ lsÍfï 

l%uh u.ska myiqlï imhkjd' /§ isák úfoaYslhkag È.= ld,Skj /È isàug j;auka ;;a;ajh f;areï 

.ekSug iy kS;Hdkql+, Ndjh cd;Hka;r kS;sh u.ska úfoaYSh cd;slhkaf.a whs;Ska wdrlaId lrk nj 

lshfõ'

	 대상 iqÿiqlu$fhda.H;djh$ld i|ydo@   

외국인 등록은 ①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

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③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

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등 1, 2, 3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úfoaYSh cd;sl ,shdmÈxÑh ① fldßhka ckrchg we;=,a jQ Èk isg Èk 90lg jvd /§ isàug wfmalaId 

lrk úfoaYslhka ② fldßhka ckrcfha rfÜ ñksiqka fkdjk úfoaYslhka fldßhdfõ§ Wm; ,nd 

we;s úfoaYslhka ③ /§ isáfï ld,h Èk 90lg jvd fldßhdfõ /§ isàug wjir ,enQ úfoaYslhka wd§ 

wh;ajk ñksiqka Tlafldu wksjd¾fhkau j,x.= úh hq;=hs'

	 시기 wjia:d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 일부터 90일 이내	

fldßhka ckrcfha Èk 90 jvd /§ isàug woyia lrkj kï úfoaYslhka → we;=,a ù Èk 90la ;=< 

,shdmÈxÑh isÿlr hq;=hs'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즉시)	

/§ isàfï iqÿiqlu ,nd.;a úfoaYslhk → ta iqÿiqlu ,enQ jydu ,shdmÈxÑh isÿlr hq;=hs'

	 장소 ia:dkh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접수를 합니다.	

wd.uk ú.uk ld¾hd,hg fyda m%dfoaYSh ld¾hd, j,g úfoaYSh cd;sl ,shdmÈxÑh i|yd whÿïm; Ndr §u 

lrkak mq¿jka'

	 서류 bÈßm;a l, hq;= ,smsf,aLk  

외국인 등록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비전문 취업(E-9)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úfoaYSh cd;sl ,shdmÈxÑ whÿïm;" úfoaYSh .uka n,m;%h" ^3'5cm X 4'5cm&, PdhdrEm 2la jD;a;sh fkdjk /

lshd ^E-9& i|yd úfoaYSh cd;sl ,shdmÈxÑ lsÍfï§ wdh;kfha ,shdmÈxÑ iy;slfha msgm;;a ,shdmÈxÑ .dia;=;a 

wjYHhs"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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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jdohg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1~2]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eyeKqflkd oeka fudkjd lrñkao bkafka@

 ① 사증을 발급 받고 있습니다.  ②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③ 입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④ 취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ñksiqka fofokd l=ula iïnkaOj l;dlrñka isáhdo@  

 ① 근로 계약  ② 입국 심사

 ③ 취업 교육  ④ 증명서 발급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여권이 필요해요.  ② 네, 입국이 어려워요.

③ 네, 기간이 만료됐어요.  ④ 네, 기간이 좀 남았어요.

tlu l;djg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msßñhd fudkjd lrkako yokafka@ 

 ①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②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③ 외국인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④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5.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wjYH f,aLK fkdjk foh l=ulao@

 ① 여권  ② 사증

 ③ 신청서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Track 165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y wxl 2 l;djg ijka § jvd;a ksjerÈ ms<s;=r f;dark m%Yak fõ' 

fyd¢ka fyd|ska ijkaoS .e<fmk ms<s;=r f;darkak

wxl 4 iy 5 tlu wka;¾.;hg ijka§ jvd;a .e<fmk ms<s;=r f;dark m%Yak 

fõ' ixjohg ijka§ug fmr Wodyrkfha wka;¾.;h úui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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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한국에는 왜 오셨지요? fldßhdjg wehs wdfõ@

 여:  고용허가제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fiajdkshqla;s wjirj;a l%uhg jev lrkak wdjd'

 남: 네, 됐습니다. 이쪽에서 지문 등록해 주세요. Tõ" yß'  fu;kska weÕs,s i,l=K ;shkak'

2. 남: 한국에 가면 바로 일을 해요? fldßhdfõ .shdu fl,skau jev lrkjo@

 여: 아니요, 일하기 전에 한국어도 공부하고, 업무도 배워요. 

  keye" jev lrkak l,ska fldßhka NdIdj;a bf.kf.k jev;a bf.k .kakjd'

3. 여: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았어요? mdiafmdaÜ tl j,x.= jk ld,h wjikao@

4-5. 남: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úfoaYSh cd;sl yeÿKqïm; yokak wjYHhs'

 여:  네, 신청서하고 여권, 증명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세요. 

   Tõ* whÿïm;%h iuÕ mdiafmdaÜ tl" cdhdrEmhla lïmeKsfha ,shdmÈaxÑ iy;slfha msgm; 

fokak'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③  3. ④  4. ③  5. ②

1. 남: 한국말을 잘 못해서 입국 심사를 어떻게 받을지 걱정이에요. 
   fldßhka NdIdj yßyeá fkdokakd ksid rglg we;=,a ùug wjYH lrk mßlaYKh fudkjf.a 

fõoehs lsh,d okafka ke;s ksid ys; l,n,hs' 

 여: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통역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fldßhka NdIdj yßyeá fkdokakd mqoa.,hskag NdId mßj¾;lfhl= b,a,kak yels ksid lk.dgq 

fjkak tmd'

 남: 그래요? 다행이네요. 실수할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입국 심사에서는 보통 뭘 물어봐요? 
   tfyuo@ tfyu kï fyd|hs' jer§ula fjhs lsh,d ys; l,n,hg m;a jqkd' kuq;a  idudkHfhka  

rglg we;=,;a ùfï§ fudkjf.a m%Yak o wykafka@ 

 여: 한국에 입국하는 목적이랑 체류 기간 같은 것을 묻더라고요. 
  fldßhdjg we;=,;a ùfï wruqK iy /§ isàfï ld,h ms,sn| wykjd lsh,d lshkjd'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남자가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msßñhdf.a ys; l,n, fjkak fya;=j l=ulao@

 ① 체류 기간을 잘 몰라서 ② 통역 일이 어려울까 봐

 ③ 통역을 신청할 수 없어서 ④ 입국 심사 때 실수할까 봐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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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4.

 

공공기관에서는 먼저 온 순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fmdÿ ia:dk j,g tk ms<sfj, wkqj wjYH;djhka bgq lrkak mq¨jka ^fgdalka wxl .ekSu& 

lrkjd'

     ① 지문을 등록해야  ② 번호표를 뽑아야 

     ③ 신청서를 제출해야  ④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5.

 

등록증을 만들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에 있는                           을 등록합니다.

úfoaYslhka i|yd jk yeÿkqïm; idok úg tu mqoa., ksjerÈ;djh ;yjqre lsÍu i|yd by; 

fma<sfha ;sfnk m%Yak we;=,;a lrkjd'

     ① 도장 ② 사인 ③ 서명 ④ 지문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2. ① 신청서입니다.  ② 입국 신고서입니다.

③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④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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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여권입니다.  ② 사증입니다. 

 ③ 사진입니다.  ④ 수수료입니다.

2.  ① 신청서입니다.   ② 입국 신고서입니다. 

 ③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④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3.  ① 통역이 필요해요.   ② 심사가 필요해요. 

 ③ 신청을 해야 해요.  ④ 등록을 해야 해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공공기관에서는 먼저 온 순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① 지문을 등록해야  ② 번호표를 뽑아야 

③ 신청서를 제출해야  ④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5. 등록증을 만들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에 있는 을 등록합니다. 

① 도장 ② 사인 ③ 서명 ④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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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통역이 필요해요.  ② 심사가 필요해요.

③ 신청을 해야 해요.  ④ 등록을 해야 해요.

   53과_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245

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여권입니다.  ② 사증입니다. 

 ③ 사진입니다.  ④ 수수료입니다.

2.  ① 신청서입니다.   ② 입국 신고서입니다. 

 ③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④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3.  ① 통역이 필요해요.   ② 심사가 필요해요. 

 ③ 신청을 해야 해요.  ④ 등록을 해야 해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공공기관에서는 먼저 온 순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① 지문을 등록해야  ② 번호표를 뽑아야 

③ 신청서를 제출해야  ④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5. 등록증을 만들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에 있는 을 등록합니다. 

① 도장 ② 사인 ③ 서명 ④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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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권입니다.  ② 사증입니다.

③ 사진입니다.  ④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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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여권입니다.  ② 사증입니다. 

 ③ 사진입니다.  ④ 수수료입니다.

2.  ① 신청서입니다.   ② 입국 신고서입니다. 

 ③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④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3.  ① 통역이 필요해요.   ② 심사가 필요해요. 

 ③ 신청을 해야 해요.  ④ 등록을 해야 해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공공기관에서는 먼저 온 순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① 지문을 등록해야  ② 번호표를 뽑아야 

③ 신청서를 제출해야  ④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5. 등록증을 만들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에 있는 을 등록합니다. 

① 도장 ② 사인 ③ 서명 ④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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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②  3. ①  4. ②  5. ④

\wxl 1 iy wxl 2 mska;+rh n,d jvd;a .e<fmk jdlH f;dark m%Yak fõ' 

WodyrKh fyd¢ka lshjd mska;+rh yd .e<fmk ms<s;=r f;darkak'

wxl 4 iy wxl 5 ysia;ekg jvd;a .e,fmk m%ldYh f;dark m%Yak fõ' fyd¢ka 

lshjd .e,fmk ms<s;=r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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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WÉpdrKh         P-29

fyd¢ka ijka§ mqkreÉpdrKh lrkak'

kdu úfYaIKhla njg m;alrk ksmd; m%;Hhla jk ‘-(으)ㄹ’ msgqmiska" ‘jd;h msg lsrSfïoS ndOdjlg ,la ù 

kef.k Yío’ jk ‘ㄱ, ㄷ, ㅂ, ㅅ,ㅈ’ hkdosh fhfok wjiA:dj,oS fuu wËr [ㄲ], [ㄸ], [ㅃ], [ㅆ], [ㅉ] f,i 

WÉpdrKh lrhs'

(1) 먹을 것, 살 곳, 올 사람 (2) 죽을 병, 갈 곳

(3) 먹을 것이 많아요.  (4) 주말에 갈 곳이 없어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제 동생이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회사와                을/를 했고 다음 

달쯤 한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uf.a ifydaorhd fldßhdfõ jev lrkakhs bkafka' myq.sh i;sfha wdh;kh iuÕ .súiqu 

w;aika lr,d ,nk i;sfha ú;r fldßhdjg hkak ie,iqï lr,d bkafka'

 ① 해고  ② 고용

 ③ 계약  ④ 보상

2.

 

외국인 등록증을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앞에 있는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úfoaYslhka ,shdmÈxÑ lsßfï yeÿkqïm; yokjkï cdhdrEmhla wjYHhs' tuksid wdh;kh 

bÈßmsg ;sfnk iagQQäfhda tlg .syska mska;+r wr.;a;d'

 ① 만들어서  ② 만들던데

 ③ 만들려면  ④ 만들다가

3.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친절

하게 해결 방법을                 주었습니다. 

ùid tl ms<sn| m%YaKhla we;sfj,d wd.uk ú.uk fom¾;=fïka;=jg l;d l,d' ÿrl;kh 

,nd .;a fiajlhd lreKdjka;j .eg¨j úio .; yels wdldrh fmkajd ÿkakd'

 ① 문의해  ② 안내해

 ③ 신청해  ④ 신고해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정답   1. ③   2. ③   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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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rlaIK ie,iqula ,nd .ekSu ^,shdmÈxÑ 

fjkjd& $ rlaIK jkaÈ b,a¨ï lsÍu   

□l%shdldrlï rlaIK ie,iqï f;areï .ekSu 

□	jpk Ndú;h ioyd Wmfoia  rlaIK ie,iqula ,nd .kakjd $ rlaIK 

jkaÈ b,a,kjd 

□	ixialD;sl f;dr;=re	 úfoaYSh lïlre rlaIK 

리한  형,	상해	보험	들었어요?	whsfha" yÈis wk;=re rlaIKhla ;sfhkjo@ 

지훈  응?	당연하지.	너도	들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거든.	
  ï@ ;sfhkjd" Thdg;a yÈis wk;=re rlaIK ie,iqula ;sfhkak ´fka……. 

fiajd kshqla;s wjirm;a l%uhg fldßhdjg tk úfoaYSh lïlrejkag 

wksjdrfhkau ;sfhkak ´fka

리한  그래요?	전	산재	보험이	있어서	상해	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tfyuo@ ug jD;suh wk;=re i|yd jk rlaIKh ;sfhk ksid rlaIK 

ie,iqula ke;s Wk;a ydksmQrKh lrkjd lsh,d ys;ka ysáfha'

지훈  아니지.	산재	보험은	업무	상	재해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상해	보험

은	업무	외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가	있어.	
  keye" jD;suh wk;=re i|yd jk rlaIKh jev lrk ia:dkfha wk;=re 

i|yd muKhs jkaÈ ,ndfokafka' jHjikhl§ m<uqj ,nd.; yels kuq;a 

yÈis wk;=re rlaIKh jHdmdrfhka ndysrj wk;=re fyda wikSmhla 

iïnkaOj;a jkaÈ ,nd.kak mq¿jka' 

리한  아,	그렇구나.	그럼	회사에	신청하는	거예요?	
  wd" tfyuo@ tfyukï wdh;kfhka whÿïlrkak mq¿jkao@ 

지훈  아니.	외국인	전용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해.	내가	전화번호	알려	줄게.	
  keye" úfoaYslhka mqoa.,slj fuu rlaIKhg ,shdmosxÑ fjkak ´k" uu 

ÿrl:k wxlh fokakï'

외국인	전용

úfoaYslhkag 

úfYaIfhkau

54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rlaIK jkaÈ b,a¨ï lrkjd 

1.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뭐예요?	
  úfoaYSh fiajlhka wksjd¾fhka iudðl;ajh .; hq;= rlaIKh l=ulao@ 

2. 산재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ld¾ñl wk;=re i|yd jk rlaIKh ,nd .ekSfuka ;sfnk m%;s,dN fudkjo@ 

정답   1. 상해 보험  2. 업무 상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대화 1  ixjdoh 1
Track 166

ðyqka uy;d iy ßydka uy;d rlaIKh ms<sn| l;d lrñka isáhs' m%:ufhkau 

ixjdohg fojrla ijka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ijkaoS  wkq.ukh l<d o@ tfyu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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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yÈis wk;=re rlaIKh 

보험에 가입하다
rlaIK ysñlula 

,nd.kakjd 

산재 보험
lïlre ydksmQ¾K rlaIKh 

$ jD;suh wk;=re i|yd jk 

rlaIKh

보험료를 내다/납입하다
rlaIK jdßl f.jkjd 

질병
frda.dndO 

상해
^wk;=rlska& ;=jd, 

fjkjd

장해
wdndê; fjkjd

사망
urKhg m;afjkjd  

보상을 받다
ydks mQ¾K jkaÈ 

,nd.kakjd

   54과_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247

어휘 1 보험 가입 Enrollment in insurance plans

상해 보험 산재 보험 보험에 가입하다 보험료를 내다/납입하다
accident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o enroll in insurance plans to pay an insurance premium

질병 상해 장해 사망
disease injury disability death

보상을 받다 보험금을 환급 받다 만기가 되다 소멸되다
to receive settlement funds to have expenses reimbursed to expire to lapse

4대 보험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chemesTip

4대 보험이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

니다. 연금 보험,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국의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고, 국민연금은 국가

간 상호주의입니다.

The purpose of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chemes (SISs) designed by the Korean government agency is to 
improve national welfare. The four major SISs include national pension insurance,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Not only Korean nationals, but migrant workers who are eligible are 
also required to enroll in the four major SISs.  (Note. Enrolment in employment insurance is voluntary, while pension 
insurance is applied to the reciprocity agreement betwee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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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환급 받다
.sh úhou rlaIK wdh;kfhka 

wdmiq ,ndfokjd 

만기가 되다
l,a bl=;a fjkjd

소멸되다
wNdjhg hkjd

4대 보험이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 보

험,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국의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 보험은 임의 가입이고, 국민연금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릅니다.)

4 wdldr rlaIK ie,iqï kï mqrjeishkaf.a iqnidOkh i|yd rfgka fok rlaIKhka fõ" b,a¨ïlrejka 

fjku b,a¨ïl, hq;=hs" fuu rlaIK" cd;sl úY%du rlaIKh $ fi!LH rlaIKh $ fiajdkshqla;s rlaIKh 

$ yÈis wk;=re rlaIKh f,i j¾. flfrA" úfoaYSh cd;sl lïlrejkag;a fldßhdkq lïlrejkag jf.au 4 

wdldr rlaIK ysñlu b,ä ï yelshdj we;" ^igyk ( fiajl rlaIK wdjrKh ;ukau oersh hq;=hs" rgj,a w;r 

wkHkH .súiqï u; úY%du rlaIKh whÿï lrkjd&

Tip	4대 보험 m%Odk iudc rlaIK 4 

어휘 1  jpk ud,dj 1 보험 가입 rlaIK ie,iqula ,nd.kakjd 

rlaIK ie,iqula ,nd .ekSu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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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이번 달에 보험료를 안 내셨네요.

나: 통장에 돈이 없었나 봐요. 어떻게  되죠?

① 보험에 가입하면  ② 보험료를 납입하면

1) 

가: 지난번에 많이 아파서 일도 못 했다면서요?

나: 네, 혹시 보험 회사에서  있을까요?

① 보상을 받을 수  ② 보험료를 낼 수

2) 

가: 이 보험료는 좀 비싼 것 같아요.

나: 네, 이 보험은 만기가 되면  보험이라서 그래요.

① 소멸되는  ② 환급 받는

3)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질병

장해

상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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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이번 달에 보험료를 안 내셨네요. fï udifha rlaIK jdßlh f.õfõ keye'

나: 통장에 돈이 없었나 봐요. 어떻게                           되죠?

     nexl= fmdf;a i,a,s ke;s yevhs' fldfyduo rlaIK jdrsl f.jkafka@

① 보험에 가입하면 ② 보험료를 납입하면

2) 
가: 지난번에 많이 아파서 일도 못 했다면서요?  

 .shjr f.dvla wikSm fj,d jev lrkak;a neß jqKdo@ 

나: 네, 혹시 보험 회사에서                            있을까요?

 Tõ rlaIK iud.fuka ^jkaÈ ydks mQ¾K ,nd .;& yelsfjúo@

① 보상을 받을 수 ② 보험료를 낼 수

3) 
가:  이 보험료는 좀 비싼 것 같아요. fï rlaIK wdjrKh álla .Kka jf.a'

나: 네, 이 보험은 만기가 되면                           보험이라서 그래요.
    Tõ" fï rlaIK wdjrKh l,a msreKdu f.jQ uqo,a wdmiq ,nd .ekSu jeks m%;s,dNh 

lshkjd'

① 소멸되는 ② 환급되는

㉠ 질병

㉡ 장해

㉢ 상해

㉣ 사망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iïnkaO lrkak'

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①

②

③

④

정답   1. ① ㉠  ② ㉢  ③ ㉡  ④ ㉣  2. 1) ②   2) ①   3) ②

by; jpk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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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  작업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혹시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jevlrkak .syska w; ;=jd,jqk ksid we;a;gu frday,a .dia;= 

ydksmQrKh ,nd.kak mq¿jkao@ 

직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ljod fldfya§ fldfyduo ;=jd, jqkdo lsh,d lshkjo@ 

바루  3일	전에	작업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Èk ;=klg l,ska jevmf,a .%hskaäka jev lrkfldg w; ueIsug 

lm, .shd'

직원  많이	다치셨겠네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f.dvla ;=jd, fj,dfka' oeka m%YaKhla keye fkao@ 

바루  네,	사고	난	후에	빨리	수술을	받아서	괜찮아요.	
  Tõ" wk;=r jqKdg miafia blaukska Y,Hl¾uhla ,nd.;a; ksid 

m%YaKhla keye'

직원  다행이네요.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발생	당시의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신청서	한	부	작성해	주시

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wd tfykï fyd|hs' yÈis wk;=re rlaIKh b,ä ï lsÍug kï b;d 

nrm;, nj lshfjk ffjoH jd¾;d wjYHhs' m<uqj fï jkaÈ 

b,a¨ïm; mqrj.kak" frdayf,ka ffjoH iy;slh ,ndf.k wrka 

tkak' 

빨려	들어가다

lm, hkjd

1.	바루는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mdre fldfyduo ;=jd, jqfKa@

2.	산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lïlre ydks mQ¾K rlaIkh whÿï lroa§ flfiao l, hq;af;a@

정답   1. 연마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2. 진단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대화 2  ixjdoh 2
Track 167

my; oelafjkafka úfoaYlhka ,shdmÈxÑ lsÍfï l%shdj,sh yd iïnkaO l;djls' 

m<uqj ixjdohg fojrla ijka fokak'

fujr mdre yd ld¾hd, fiajlhd f,i ixjdoh kej; lshjkak' fyd|ska 

ijkaoS wkq.ukh l<do@ tfyu 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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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청구하다
rlaIK jkaÈ b,a,Su 

지급 심사를 받다
kej; mßlaId lr 

n,kjd 

보험금을 지급하다
rlaIK jkaÈ f.jkjd

보험금을 타다
rlaIK jkaÈ ,nd.

kakjd 

청구서 
rlaIK wdjrk 

iy;slh 

영수증
ì,a m;%h 

내역서
ffjoH jÜfgdarej

진단서
ffjoH iy;slh

병원비
ffjoH .dia;= ì,am;

치료비/요양비
ffjoH .dia;= 

휴업 급여
;djld,sl 

fn,ySk;djhl§ 

,efnk m%;s,dNh

장해 보상금
wdndÈ; ydks mQrK jkaÈh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사업

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에 각 한부씩 총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 제출할 신청서 

뒷면에는 진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uq,skau ydksmQ¾K iy iqnidOk fiajd fjí msgqfjka ffjoH .dia;= úhoï whÿïm;%h vjqkaf,daâ lr 

mqrjkak' ydksmQ¾K iy iqnidOk fiajd YdLdj" frday," lïmeKsh hk 3g msrjQ whÿïmf;a fldmsh 

ne.ska ms<sfj,g bÈßm;a lrkak" frday,g bÈßm;a l, msgmf;a ffjoH iy;slfha wjika msgqj iïmQ¾K 

lrkak'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오

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jev yd iïnkaÈ; wk;=rla nj ;yjre jqúg Èk 7la we;=<; ydksmQ¾K m%;s,dN ,nd.; yels jqk;a 

jeäÿr úu¾YKh lr ;yjqre lsÍfï wjYH;djg ,la fjk jkaos b,a,ï i|yd ydksmQ¾K m%;s,dN 

,efnkak È.= ld,hla .; ùug bv we;'

Tip	산재를 신청하려면 ydksmQ¾K jkaÈ b,a¨ï lsÍu 

어휘 2  jpk ud,dj 2 보험금 청구 rlaIK jkaÈ b,a,Su 

rlaIK jkaÈ b,a,Su yd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o@   



302  54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54 rlaIK jkaÈ b,a¨ï lrkjd  303

보기

   54과_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251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청구서

영수증

병원비

휴업 급여

→ → →

연습 2

보험금을 타다       지급 심사를 받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청구하다보기

1) 2) 3) 4)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51 2014-06-11   오전 9:55:00

mska;=rhg .e,fmk fhÿu WodyrK j,ska f;dard oukak'

   54과_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251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청구서

영수증

병원비

휴업 급여

→ → →

연습 2

보험금을 타다       지급 심사를 받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청구하다보기

1) 2) 3) 4)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51 2014-06-11   오전 9:55:00

mska;+rh n,d .e,fmk jpkh iïnkaO lrkak'

보험금을 타다      지급 심사를 받다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청구하다
rlaIK jkaÈ ,nd.

kakjd    

kej; mßlaId lr 

n,kjd  

rlaIK jkaÈ 

f.jkjd 

rlaIK jkaÈ 

b,a,Sï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1) 2) 3) 4)

㉠ 청구서

㉡ 영수증

㉢ 병원비

㉣ 휴업 급여

①

②

③

④

정답  1. 1) 보험금을 청구하다  2) 지급 심사를 받다  3) 보험금을 지급하다  4) 보험금을 타다

 2. ① ㉡  ② ㉠  ③ ㉣  ④ ㉢

by,ska we;s jd.a ud,dj Èyd fkdn,d my; .eg¿j úi|kak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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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foaYSh cd;sl lïlre rlaIK ysñlï úia;rhhs' fydÈka lshjd m%YaK j,g ms<s;=re imhkak'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úfoaYSh cd;sl lïlrejkag Ôú; rlaIK 

출국 만기 보험 

msg;aùfï rlaIKh 

귀국 비용 보험 

rgg meñ”fï rlaIKh^;u rfÜ§ f.jk& 

도입 목적 

yÿkajdfok úl,am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úY%duh f.ùu fjkqjg ksoyia lrkjd  

귀국 시 필요한 항공비 충당
;u rfÜÈ m%fhdackj;a .=jka .uka .dia;= 

근거

uQ,sl

외국인 고용법 제13조 

úfoaYSh /lshd kS;s 13 

동법 시행령 제21조 

wfkla kS;s 21  

외국인 고용법 제15조 

úfoaYsh /lshd kS;s 15  

동법 시행령 제22조 

wfkla kS;s 22

보험 가입 

rlaIK wdjrKhla 

.kakjd 

사업주 wdh;kh  외국인 근로자 úfoaYSh lïlrejd 

가입 시기 

we;=,ajk fj,dj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fiajd .súiqu wk;=re isÿjQ Èk isg Èk 15la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

fiajd .súiqu we;slr.;a Èk 80 we;=,; 

보험금 납부 방법
rlaIKh f.jk l%u 

매월 적립 udisl fjka lsÍï  일시금 Èkm;d fjkalsßï

보험금 지급 사유

rlaIKh f.jk fya;=  

사업장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fiajlhd wk;=rla ke;sj jirla msÍfuka 

wk;=rej úfoaYSh lïlrejd msg;aj hdfï§ 

외국인 근로자 출국(일시 출국 제외)

-자진 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úfoaYSh lïlrejd msg;aj hdfï§ $ iaj 

leue;af;ka msg;aj hdfï§ wksjd¾h 

w;ayeÍfï§

◆  미리 보험금을 청구하면 인천공항에서도 보험금을 받고 환전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blaukska rlaIK b,a,su l,du bkafpdka .=jka f;dgqmf<kao rlaIK wdjrK uqo,a ,nd.kak ;=re fiajdj 

,nd fokq ,efí'

외국인	근로자	보험	안내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by; igyfka m%ldY f;dr;=re j, we;s foa f;darkak'

㉡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① 귀국 비용 보험

② 출국 만기 보험

㉠ 한 번에 보험료 납입

㉣ 근로계약 후 보름 내 가입

1.	위	표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정답   1. ①-㉠/㉡, ②-㉢/㉣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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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보험 
úfoaYSh lïlre rlaIKh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úfoaYSh lïlrejka i|yd úfYaIs; rlaIK 

외국인 근로자는 4대 보험 외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용 보험으로는 출국 만기 보험, 귀국 비

용 보험, 상해 보험, 임금 체불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국 비용 보험과 상해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úfoaYSh lïlrejkag we;s rlaIK wdjrK 4g wu;rj fjk;a úfYaIs; rlaIK lsymhlg;a ,shdmosxÑ úh hq;=hs' fuu rlaIK wdjrK 

msg;aùu iy;sl lrk rlaIK wdjrKh$ wdmiq msg;aj hdfï msßjeh rlaIKh$ yÈis wk;=re rlaIK$ wem iy;sl rlaIKh f,i jrA. 

flfrA" fï w;ßka wdmiq msg;aj hdfï msßjeh rlaIKh iy yÈis wk;=re rlaIKh úfoaYSh cd;sl lïlrejd wksjd¾fhkau ,nd.; 

hq;=hs'

보험의	종류
rlaIK j¾. 

가입	목적
b,a,Sfï wruqKq 

가입	주체
b,a,sï lrk fya;=j 

고용	보험

/lshd rlaIKh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생활	안정,	재취업	지원

/lshd wdrlaIdj i,ikjd$ /lshdj ÈhqKq lrkjd$ Ôjfkdamdh 

wdrlaId lsÍu iy kej; fiajd kshqla; lsÍug Woõ lrkjd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lïmeKsh" úfoaYSh 

lïlrejd

산재	보험

ydksmqrK rlaIKh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fiajd kshqla;j isáh§ wk;=rla ù ;djld,slj tla;eka jQ úg 

jegqma f.ùu iy ffjoH .dia;= f.ùu

사용자
mßYS,lhd

건강	보험
fi!LH rlaIKh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사망	및	보건	증진

j,lkjd$ ;=jd, iy frda.S wjia:d j, m%;sldr iy frda. 

úksYHh ffjoH wdrlaIdj i,ikjd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mßYS,lhd" úfoaYSh 

lïlrejd

국민	연금
úY%du rlaIKh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

wdndO ùfuka fyda urKh ksid úY%du hdfuka È.= ld,Skj jev 

l, fkdyels fiajlhkag fyda hefmkakkag úY%du b;=reïodhl 

uqo,a iemhSu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mßYS,lhd" úfoaYSh 

lïlrejd

귀국	비용	보험
wdmiq hdfï msßjeh 

rlaIKh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	충당

úfoaYSh lïlrejdf.a wdmiq ;u rgg hdfï msßjeh wdjrK 

rlaIKh 

외국인	근로자
úfoaYSh lïlrejd

상해	보험
yÈis wk;=re rlaIKh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질병	대비

/lshd wk;=re yer urKh frda. fyda wdndO jk úfoaYSh 

lïlrejkag wdjrKh imhkjd

외국인	근로자
úfoaYSh lïlrejd

출국	만기	보험

msg;aùu iy;sl lrk 

rlaIKh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l=vd iy uOHu mßudkfha jHdmdr j, úY%du .ekSfï .dia;= 

f.ùfï j.lSu neyer lrkjd

사용자
mßYS,lhd

임금	체불	보증	보험
jegqma f.ùu iy;sl 

rlaIKh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대비

úfoaYSh lïlrejdf.a fkdf.jQ jegqma iy jegqma wdjrK b,a,Sug 

Woõ lsÍu 

사용자
mßYS,lhd ^fiajd 

fhdacl&

	 보증	보험금	신청	및	수령	iy;sl ùfï rlaIK wdjrK uqo,a b,a,Su iy m%;s,dN ,nd .ekSu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근로감독과에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

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내에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 

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하는 보험금 사업자(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 보험료(최저 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úfoaYSh lïlrejdg jevmf<a f.ùï m%udo jk wjia:d j, /lshd lïlre uOHia:dkhg fyda fiajdkshqla;s yd lïlre wud;HdxYfha 

lïlre úu¾YK wxYhg jd¾;d lrkak mq¿jka' rlaIK ld,h ;=< jegqma ysÕ ke;s fjk;a fya;= ^fjkaj hdu$rg yerhdu$urKh& 

wdÈfhka úfoaYSh lïlrejdf.a fiajd .súiqu wjika jk ld,fha rlaIK wdh;kfha f.ùï rlaIK wdjrK m%;s,dN iy rlaIK 

jkaÈ iïnkao uqo,a ,nd.kak mq¿jka'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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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oa ijka § l=ula iïnkao ixjdohlao hkak f;darkak'

[1~2]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 ① 보험 가입  ② 보험금 납입 ③ 보험금 환급  ④ 보험금 청구

2. ① 내역서 ② 진단서 ③ 청구서  ④ 영수증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매달 보험료를 내요.   ② 네, 지금 식사 중이에요.

③ 네, 귀국 전에 신청하려구요. ④ 네, 입국하자마자 가입했어요.

l;djg ijka§ m%YaK j,g .e,fmk ms<s;=re f;darkak'

[4~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fofokd l;d lrk rlaIK l%uh l=ulao@ 

 ① 산재 보험  ② 상해 보험  ③ 귀국 비용 보험  ④ 출국 만기 보험

5.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fofokd l=ula iïnkaoj l;d lrñka bkakjdo@

 ① 병원비  ② 치료비  ③ 휴업 급여  ④ 장애 보상금

Track 168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y wxl 2 ixjdohg ijka § l=uk  ixjdohla o hkak f;dark m%Yak fõ"  

wxl 3 fyd|ska ijka§ ksjerÈ ms<s;=r f;dark m%Yakhla fõ' 

wxl 4 iy wxl 5 ixjdohg ijka § ksjerÈ ms<s;=r f;dark m%Yakhs' ixjdohg 

ijka §ug fmr WodyrKh wka;¾.;h jrla fyd¢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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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rlaIK i|yd whÿï lsÍugo meñKsfha@

 여: 네, 이쪽에 앉으세요. Tõ" fu;kska jdä fjkak'

2. 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볼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rlaIK ydksmQ¾khg whÿï lsÍfï§ l=uk m%;sldr ,ndf.k ;sfhkjo hkak lshfjk ,shú,s 

wjYH fjkjd'

 남: 아, 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wd" ta ,shlshú,s blaukska frdayf,ka ,nd .; yelshs'

3. 남: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rlaIK jkaÈ b,a¨ï lrkjo@

4. 남:  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fï rlaIK wdjrKh wksjd¾fhkau ,nd.; hq;= rlaIKhlao@

 여:  네,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가입해야죠.  

 Tõ" jevmf,ka msg;§ ;=jd, fjkak mq¿jka lu ;sfhkjd wksjd¾fhkau ,nd.kak'

5. 여:  지난번에 치료 받으신 후에도 계속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죠? 

  wjika jrg m%;sldr ,nd.;a miqj;a È.gu YÍrhg fyd| keoao@

 남:  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어요? 

  Tõ" fï fya;=fjka ,nd.kak ;sfhk mdßf;daIs; ;sfhkjdo@

 여: 네, 있습니다. Tõ" ;sfhkjd'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②  5. ④

1. 남: 실례합니다. 저,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iudjkak" uu ál l,lg fmr ie;alula l<d rlaIK jkaÈ ,nd .; yelso@

 여: 그럼요. 이럴 때를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요. 
  Tõ' fï jf.a wjia:djka fjkqfjka ;uhs rlaIKhlg ,shdmosxÑ jqfka'

 남: 보험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rlaIK jkaÈ i|yd fldfyduo whÿï lrkafka@

 여: 신분증하고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돼요. 

  yeÿkqï m; ffjoH úhoï iy ì,am; muKla ;snqkdkï m%udKj;a'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남자가 여자를 찾아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msßñhd .eyeKq mqoa.,hd fidhd wd fya;=j l=ulao@

 ① 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②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③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④ 보험금을 신청하고 싶어서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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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금을                          먼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rlaIK jkaÈ ^,nd .ekSug kï& rlaIK jkaÈ b,a,d isáh hq;=hs'

     ① 내려면 ② 타려면 ③ 신청하려면 ④ 지급하려면

4.

 

이 보험은                         이/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fï rlaIKfha ^l,a bl=;a jqfkd;&a fï fjkl,a f.jmq  ish¨u rlaIK uqo,a wdmiq ,nd .; 

yelsh'

     ① 만기 ② 신청 ③ 소멸 ④ 보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eg¨jg ms<s;=re imhkak'

 

여: 다쳐서 일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떡해요.

    ;=jd, fj,d jev fkdlr Ôú;h wudre ksid fudkj lrkako@ 

남: 그래도 보험금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tfyu Wk;a rlaIKfhka idudkH jegqfmka 70 la ,nd.kak mq¿jka ksid jdikdjla'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fofokd fudkjd iïnkaoj l;d lrñka bkakjo@

     ① 병원비 ② 치료비 ③ 휴업 급여 ④ 장애 보상금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54과_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255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사망했어요. ② 장해가 남았어요. 

 ③ 질병에 걸렸어요.  ④ 상해를 입었어요. 

2.  ① 영수증입니다.  ② 내역서입니다. 

 ③ 청구서입니다.  ④ 진단서입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보험금을  먼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 내려면 ② 타려면 ③ 신청하려면 ④ 지급하려면

4. 이 보험은 이/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기 ② 신청 ③ 소멸 ④ 보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 다쳐서 일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떡해요.

 남: 그래도 보험금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① 병원비 ② 치료비 ③ 휴업 급여 ④ 장해 보상금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55 2014-06-11   오전 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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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사망했어요. ② 장해가 남았어요. 

 ③ 질병에 걸렸어요.  ④ 상해를 입었어요. 

2.  ① 영수증입니다.  ② 내역서입니다. 

 ③ 청구서입니다.  ④ 진단서입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보험금을  먼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 내려면 ② 타려면 ③ 신청하려면 ④ 지급하려면

4. 이 보험은 이/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기 ② 신청 ③ 소멸 ④ 보상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 다쳐서 일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떡해요.

 남: 그래도 보험금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① 병원비 ② 치료비 ③ 휴업 급여 ④ 장해 보상금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55 2014-06-11   오전 9:55:01

1.

① 사망했어요.  ② 장해가 남았어요.

③ 질병에 걸렸어요.  ④ 상해를 입었어요.

2.

① 영수증입니다.  ② 내역서입니다.

③ 청구서입니다.  ④ 진단서입니다.

정답   1. ②  2. ①  3. ②  4. ①  5. ③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y wxl 2 mska;+rh n,d ksjerÈ jdlH f;dark m%Yak fõ" WodyrKh 

fyd¢ka lshjd mska;+rhg .e<fmk ms<s;=r f;darkak' 

wxl 3 isg wxl 4 ysia;ekg .e,fmk jvd;a ksjerÈ fhÿu f;darkak" tfukau 

wxl 5 ixjdoh lshjd m%Yakhg ms<s;=r fidhk m%Yakhls' fyd¢ka lshjd ksjerÈ 

ms<s;=r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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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WÉpdrKh          P-30

fyd¢ka ijka § mqkreÉpdrKh lrkak'

l%shdm%lD;sfha y,alsr’ï f,i ‘ㄴ, ㅁ’ fyda fhfok úg óg msgqmiska ‘ㄱ, ㄷ, ㅅ, ㅈ’ j,ska mgka.kakd m%;H 

fhfoa kï [ㄲ], [ㄸ], [ㅆ], [ㅉ] f,i WÉpdrKh lrhs'

(1)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자 (2) (실을) 감자, (음식이) 남고

(3)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4)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머리를 감자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에는  물건을 살 때 받은                을/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NdKavhla fjk;a NdKavhlg udre lsÍu" uqo,a ,nd .ekSu yd NdKav ñ,§ .kakd úg 

^ì,am;& wksjd¾fhka /f.k hd hq;=hs'

 ① 영수증 ② 처방전 ③ 보고서 ④ 신분증

2.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uu mä fm<ska jeà ll=, ;=jd, jqKd' rlaIKh ^whÿï lr,d ;snqk ksid& frday,a .dia;= j,g 

Woõjla ,nd .kak mq¨jka jqkd'

 ① 놓기 때문에 ② 놓을 테니까 ③ 놓은 덕분에 ④ 놓는 바람에

3.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해 보험

은 업무 외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fiajdkshqla;s wjirm;a l%uh ud¾.fhka fldfrhdjg meñKs úfoaYsl lïlrejka yÈis wk;=re 

rlaIKh whÿï l, hq;=hs" yÈis wk;=re rlaIKh wdh;kfhka$jevìfuka msg;§ jk wk;=re 

iy frda.hka i|yd o jkaÈ ,nd .; yelsh'

 ① 보험 가입 안내  ② 보험 회사 소개 

 ③ 상해 보험 종류  ④ 보험금 납입 방법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정답   1. ①   2. ③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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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이반	씨,	통장	확인해	봤어요?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요.	
  mqoa.,hska fofokd jegqma jd¾;dj ms<sno l;dlrñka isáhs' jegqma jd¾;djg 

wkqj ienúkau ,efnk uqo,a j,g l=ula lshkafkao@ uq,skau ixjdohg 

fojrla ijka§ wkq.ukh lrkak' 

이반  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Tõ" kuq;a ys;=jg jvd wvqhs jf.'a .súiqu ;=, igyka fj,d ;sfhkafka  

fï uqo, fkfïhsfka'

지은  아,	그건	각종	보험과	세금	때문이에요.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거든요.		

  wd" tal rlaIK .dia;= iy nÿ ksidfka" uQ,sl f.ùï j, nÿ iy rlaIK 

.dia;= lems,d bkamiqj b;sß uqo, ,efnkjd' 

이반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군요.	
  wd" .súiqfï f.ùï Tlafldu ,efnkafk keye'

지은  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반	씨가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Tõ" f.ùï jegqma jd¾;dja ne¨ju jerÈ jf.a fmakjd" tal bnka uy;añh 

we;a;gu ,enQ uqo,ah' 

이반  그렇군요.	다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고마워요.
 tfyuo' kej; f.ùïm;a mßlaId lr n,kak ´k' ia;+;shs'

실제로	
we;af;kau$ 

ienúkau

55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lreKdlr Tfí f.ùï m;a mßlaId lr n,kak

정답   1.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기 때문이에요.  2. 실수령액이라고 해요.

1.	이반	씨가	계약된	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이유는	뭐예요?
bnka uy;añh .súiqï lr.;a jegqmg jvd wvq jegqmla ,eîug fya;=j l=ulao@

2.	실제로	받는	돈을	알고	싶으면	급여	명세서에서	무엇을	봐야	해요?
we;a;gu ,enqkq uqo,a oek .eksug wjYHh kï mä jd¾;dfõ  l=ula ne,sh hq;=o@

대화 1  ixjdoh 1
Track 169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jegqma jd¾;dj mßlaId lsÍu $ wu;r f.ùï 

mßlaId lsÍu  

□l%shdldrlï jegqma jd¾;dfõ b;sß fldgi lshùu 

□	jpk Ndú;h ioyd Wmfoia  jegqma iy nÿ $ wu;r §ukd 

□	ixialD;sl f;dr;=re	 udisl jegqma

mqoa.,hska fofokd jegqma jd¾;dj ms<sno l;dlrñka isáhs' jegqma jd¾;djg wkqj 

ienúkau ,efnk uqo,a j,g l=ulahehs lshkafkao@ uq,skau ixjdohg fojrla 

ijka§ wkq.ukh lrkak'

	통장	
nexl= fmd;

·통장을 확인하다 

  nexl= fmd; 

mßlaId lsÍu 

fyd|ska ijkaoS wkq.ukh l<d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각종	
Tlafldu j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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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jegqma m; ^jegqma jd¾;dj&  

기본급
uQ,sl jegqm 

급여 내역
jegqma úia;rh 

실수령액
o, jegqm 

세금
nÿ 

식대
hemSï §ukdj 

총액
uq¿ jegqm 

공제하다
wvq lsÍï 

상여금
m%ido §ukd^fndakia& 

퇴직금 
w¾: idOl wruqo, 

국민연금
cd;sl úY%du jegqma 

연말정산
nÿ jd¾;dj

어휘 1  jpk ud,dj 1 급여와 세금 jegqm iy nÿ 

jegqma f.ùï ,ehsia;=fõ l=ula ;sfío@ jegqma f.ùï ,ehsia;=fõ l=ula mßlaId 

lrkak wjYHoehs úui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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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5과_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257

어휘 1 급여와 세금 Salary and taxes

급여 명세서 급여 내역 기본급 실수령액
pay stub details of wages base pay net pay

세금 식대 총액 공제하다
taxes subsistence gross pay to deduct

상여금 퇴직금 국민연금 연말정산
bonus retirement plan contributions national pension tax returns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Creat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세금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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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이번 달에는 월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나: 곧 있으면 추석이니까 이 같이 나왔을 거예요.

가: 주민세하고 소득세는 뭐예요?

나: 그건 월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에요/예요.

가: 급여 명세서에서 실제로 받는 돈을 확인하려면 뭘 봐야 해요?

나: 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세요. 

가: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나: 보통은 을 기준으로 100%, 200% 이렇게 계산해요. 

① 상여금  ② 퇴직금

① 세금  ② 보험료

① 실수령액  ② 공제 총액

① 수당  ② 기본급

1) 

2) 

3)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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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 n,d WodyrK mßÈ ixjdoh iïmQ¾K lrkak'

1) 
가: 이번 달에는 월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fï udifha jegqm álla jeähs jf.a'

나: 곧 있으면 추석이니까 _______________이 같이 나왔을 거예요.
     pqfidla tk ksid m%ido §ukd fndakia tl;a tlalu ,nd .kak mq¨jka'

① 상여금 ② 퇴직금

2) 
가: 주민세하고 소득세는 뭐예요? Ôjk noao iy wdodhï nÿ fudkjdo@ 

나: 그건 월급에 대한 기본적인 _______________이에요/예요. 

 th jegqm iñNkaO uQ,sl noaohs'

① 세금  ② 보험료

3) 
가:  급여 명세서에서 실제로 받는 돈을 확인하려면 뭘 봐야 해요? 

 jegqma jd¾;dfõ mqyqKqfõ§ ,enQ uqo,a mßlaId lsÍug fudllao ne,sh hq;af;a@ 

나: _______________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세요. 

  o, jegqm wjidkfha w;g ,efnk uqo, f,i ,shd ;sfnk fldgi n,kak'

① 실수령액 ② 공제 총액

4) 

가: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fndakia .Kka yokafka fldfyduo@

나: 보통은 _______________을 기준으로 100%, 200% 이렇게 계산해요.
  uQ,sl jegqm idudkHfhka 100 m%;sYhg 200% m%;sYhg .Kkh flfrA

① 수당  ② 기본급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f.ùï fmd;am;a ^jegqma jd¾;d& udislj 

mßlaId l<do@ 

나: 세금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nÿ ksjerÈj yßhg .Kka yo,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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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1)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총액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2)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실수령액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3)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기본급이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4) 가: 급여 명세서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나: 식대가 맞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2. 1) ①   2) ①   3) ①   4) ②

bÈßfhka we;s jpkud,j foi fkdn,ñka my; we;s m%Yakj,g ms<s;=re imhkak 

W;ai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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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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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칸	씨,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요?	
  Ldka uy;auhd' wdhqfndajka' fï ojia j, f.dvla ld¾hh 

nyq,hso@ 

칸  네,	일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계속	야근을	했어요.	
  Tõ' jev f.dvla ;sfhk ksid .sh i;sfh;a È.gu rd;%S jev 

l<d'

여직원  그러게요.	곧	명절이라서	그런지	일이	몰리네요.	
  tfyuo' cd;sl ksjdvq Èkhla WK;a jevg ;Èka fhduqfj,d 

jev l<d'  

칸  그래도	야근	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으니까		

이번	달은	부자	되겠어요.	
  tfyu WK;a ? jev §ukdj ,ndf.k m%ido §ukdj ,enqk 

ksid fï udifha fmdfydi;a jqKd'

여직원  하하,	휴일에는	좀	쉬세요.	돈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셔야죠.	
  ydyd" ksjdvq Èkfha álla úfõl .kak' uqo,a jeo.;a Wk;aa 

fi!LH .ek;a ys;kak'

칸  그럴게요.	고마워요.	
 tfyu lrkakï' ia;+;shs'

-아서/어서	그런지

l%shdjlg kdu úfYaIKhlg fyda 

kdu ¬ 이다’ moh tla lsÍfuka 

wiaÒr fya;=jla fmkajhs'

•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공원

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wo ld,.=Kh fydo ksid WoHdkfha 

weúÈk mqoa.,hka f.dvhs'

일이	몰리다

jevg ;Èka fhduqfj,d 

jev lrkjd 

1.	칸	씨는	왜	계속	야근을	했어요?
 Ldka uy;auh rd;%s jevuqru lrkafka wehs@

2.	칸	씨가	여직원에게	이번	달은	부자가	되겠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Ldka uy;auhd" fï udfia fmdfydif;la jqkd lshkak fya;=j  l=ulao@

정답   1. 일이 많았어요.

 2. 이번 달에는 야근 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기 때문이에요. 

대화 2  ixjdoh 2
Track 170

fï Èkj, Ldka uy;dg jev jeä ksid rd;%S jev uqrh l,d' wdh;kk 

fiaúldj iuÕ l=ula ms<sno ixjdohl fh§ isáhso@ uq,skau ixjdohg fojrla 

ijka fokak'

oeka ldka;d fiaúldj iy Ldka uy;auhd w;r ixjdoh wkq.ukh lrkak' 

fydÈka ijkaoS wkq.ukh l,do@ tfiakï my; .eg¨jg ms<s;=re ,nd fo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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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 시간
iïu; jev lrk 

ld,h$meh .Kk ^meh 8& 

야간 근로 시간
rd;%S jev lrk ld,h$ 

meh .Kk ^meh 8& 

연장 근로 시간
w;sld, jev lrk 

ld,h$meh .Kk 

휴일 근로 시간
ksjdvq Èk jev 

ld,h$meh .Kk 

수당을 받다
m%ido §ukd ,efnkjd 

^fndakia ,efnkjd& 

포함되다
we;=,;a fjkjd 

^jegqm¤m%ido §ukd&

별도로 지급하다
fjk fjku f.jkjd 

가불하다
w;a;sldrï 

f.jkjd^fmd<S 
fkdue;sj bÈß jegqfmka 
lmd .ekSug l,ska ,nd 

fok uqo,& 

시급
mehl jegqm 

일당 
Èkl jegqm 

최저임금
wju jegqm

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1) 

가: 야간 근로 수당은 얼마예요? rd;%S jev fiajl §ukdj fldmuKo@  

나: 일한 시간만큼 줘요. 하지만 일반 근무 시간의                      보다는 높아요.
    jev lr ;rug fokjd' kuq;a idudkH jev  lrk fj,dj,a j,g jvd ^mehg jegqm& jeähs'

① 시급  ② 세금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어휘 2  jpk ud,dj 2 수당 §ukd 

uQ,sl jegqm ioyd jk §ukd ljoao ,efnkak ;sfhkafka@ §ukd iy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o@

by; we;s jpkud,j foi fkdn,d my; we;s m%Yakj,g ms<s;=re imhkak W;ai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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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 n,d .e,fmk jpkh iïnkaO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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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가: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나: 보통은 월급에  나오니까 월급하고 같이 지급돼요. 

가: 이번 달에는 수당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나: 네. 경리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달만 .

가: 시급이 얼마예요?

나: 보통은 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① 가불해  ② 포함돼

① 수당을 받는대요  ② 별도로 지급한대요

① 일당  ② 최저임금

2) 

3) 

4) 

①     ㉠

②     ㉡

③     ㉢

④     ㉣

야간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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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

④     ㉣

야간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61 2014-06-11   오전 9:55:04

2) 
가: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m%ido §ukd ljoao ,nd.kak mq¿jkao@ 

나: 보통은 월급에                       나오니까 월급하고 같이 지급돼요.

     idudkHfhka jegqm ^we;=,;aj& ,efnk ksid jegqm iuÕ f.jkjd'

① 가불해 ② 포함돼

3) 
가: 이번 달에는 수당이 안 나온 것 같아요. fï udifha m%ido §ukd f.ùï ,efnkafka keye jf.a'

나: 네, 경리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달만                      .
 Tõ' .sKqï j, m%YaKhla ksid fï udifha ú;rla^fjk;a whqrlska f.jkjd&'

① 수당을 받는대요 ② 별도로 지급한대요

4) 
가: 시급은 얼마예요?  mehlg jegqm lSho@ 

나: 보통은                      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idukHfhka ^wju f.ùud uQ,slj tl;= lr fokjd&'

① 일당  ② 최저임금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 야간 근로 시간 ㉡ 법정 근로 시간 ㉢ 연장 근로 시간 ㉣ 휴일 근로 시간

① ② ③ ④

정답   1. 1) ①  2) ②  3) ②  4) ②   2. ① ㉡  ② ㉣  ③ ㉠  ④ ㉢  

유용한 표현  jeo.;a jk m%ldYk'

일손이	부족해요.	lïlrejka ysÕhs'

가: 요즘은 주문이 많아요. fï Èk j, wekjqï f.dvhs'

나: 네, 일손이 부족해요. Tõ' lïlrejka ysÕ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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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l%shdldrlï 

2014년	6월분	급여	명세서		2014 cQks ui jegqma úia;rh 

성명:	이반
ku ∙ bnka 

사원번호:	20130213
fiajl wxlh - 20130213

급여산정기간:	2014년	6월	1일	~	6월	30일
f.ùï ld,h - 2014.06.01~06.30

은행 nexl=j 한국은행	fldßhd nexl=j 계좌번호	.sKqï wxlh 123-4567-898990	

세부내역 f;dr;=re úia;r

급여	내역
bmhsï 

세금	내역
nÿ f.úï 

공제	내역
wvq lsÍï 

기본급
uQ,sl jegqm 

1"088"890원
소득세
noao  

10"888원
국민연급

rcfha .dia;= 
55"252원

연장	근로	수당
w;sld, §ukd 

36"470원
주민세

Ôjk noao 
1"088원

건강	보험
fi!LH rlaIKh

19"890원

야간	근로	수당
rd;%S jev §ukdj 

46"890원
고용보험

fiajl rlaIKh 
5"252원

휴일	근로	수당
ksjdvq Èk jev §ukd 

0원

식대	
wdydr §ukdj 

급여	총액
uq¿ bmhSï 

1"172"250
세금	총액
uq¿ nÿ 

11"976
공제	총액

uq¿ wvq lsÍï  
80"394

실수령액	o, jegqm ^wjidkfha w;g ,efnk uqo,& 1"079"880

bnka uy;auhdf.a jegqma úia;rhhs' fydÈka lshjd m%YaK j,g ms<s;=re imhkak'

bnka uy;auhdf.a fï udifha w;g ,enqkq uqo, fldmuKo@ 

jegqma úia;rh iïnkaofhka jvd;a ksjerÈ tl f;darkak'

이반	씨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이반	씨가	이번	달에	실제로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2.		급여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1,088,890원  ② 1,079,880원  ③ 1,172,250원  ④ 1,197,600원

 ① 이반 씨는 세금으로 10,888원을 냈습니다.

 ② 이반 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③ 이반 씨는 법정 근로 시간 이외에 일을 했습니다.

 ④ 이반 씨가 2013년 6월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입니다.

정답   1. ②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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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udisl jegqma 

월급을	받는	방법 jegqma ,nk l%u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은 보통 한국에서 개설한 은행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월급은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것보다는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월급을  

받을 때는 기본급과 수당 공제 내역이 기재된 월급명세서를 함께 받아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udisl jegqma udihla jev lsÍu fjkqfjka ,nd fok m%;s,dN f.ùula f,i yÿkajkjd" udisl jegqm 

idudkHfhka fldßhdfõ§ nexl= fmd;g fl,skau ner lrkjd" jegqm uqo,ska fl,skau ,nk l%uhg jvd 

nexl= fmd;g fl<skau ner lrk tl wdrlaIs;hs" ;jo jegqma ,eîfï§ uQ,sl jegqm iy §ukd j,ska wvq lsÍï 

lr mä jd¾;dj iuÕ tljr ,ndf.k mßlaId lsÍu jvd;a fydohs'

월급	계산하기 udisl jegqm .Kkh lsÍu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최저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수당은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 각 수당들은 기준 시급의 1.5배에서 2.5배로 계산됩니다. 수당의 기준

과 계산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iïmQ¾K jegqm uQ,sl jegqm iy §ukd j,ska iukaú; fõ" uQ,sl jegqm wju jegqmg jvd jeä úh hq;=hs" §ukd 

f,i w;a;sld, §ukd' rd;%S jev §ukd' ksjdvq Èk §ukd wdÈh ;sfí" tla tla w;a;sld, §ukd f.ùu idudkH 

mehl jegqmg fuka 1'5 isg 2'5 olajd by< w.hlska f.jhs" §ukd j, wkqmd;h .Kkh lsÍu my; oelafjk 

mßÈ fõ'

수당

§ukd 

기준

w¾: oelaùu^úia;r lsÍu& 

공제	내역

wvq lsÍï

연장	근로	

w;a;sld, §ukd 

1일	8시간	초과	일할	경우

Èklg meh 8lg jvd jev lsÍfï§ 

기준	시급×근로	시간×1.5배

idudkH mehl jegqm × jev l, meh .Kk ×  

1'5

야근	근로

? jev §ukd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할	경우

rd;%S 10 isg w¿hu 6 olajd jev lsÍfï§ 

기준	시급×근로	시간×2배

idudkH mehl jegqm × jev l, meh .Kk × 2

휴일	근로

ksjdvq Èk jev §ukd 

휴일에	일할	경우

ksjdvq Èk jev lsÍfï§ 

기준	시급×근로	시간×1.5배

idudkH mehl jegqm × jev l, meh .Kk ×  

1'5

휴일	연장

ksjdvq Èk w;a;sld, §ukd 

휴일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ksjdvq Èk meh 8lg jvd jev lsÍfï§ 

기준	시급×근로	시간×2배

idudkH mehl jegqm × jev l, meh .Kk × 2

휴일	야간	

ksjdvq Èk ? jev §ukd 

휴일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할	경우

ksjdvq Èk rd;%S 10 isg w¿hu 6 olajd jev 

lsÍfï§

기준	시급×근로	시간×2.5배

idudkH mehl jegqm × jev l, meh .Kk ×  

2'5

최저	임금제	wju jegqma kS;sh 

근로자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임금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발표하며, 매년 

그 금액이 다릅니다.

lïlrejdf.a Ôú;h wdrlaIdj i|yd wju jegqma kS;sh yÿkajd § ;sfí' wju jegqma kS;sh jd¾Islj ksfõokh 

lsÍfuka jd¾Islj ta fjkialï okajkjd'

구분

j¾Ih

시간급
mehl jegqm 

일급
(8시간	근무)
Èkl jegqm 

^Èklg meh 8& 

월급  udisl jegqm

주	40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i;shlg meh 40 ^fiajlhka 5lg 

jvd we;s lïmeKs j,& 

주	44시간제
(4인	이하	사업장)

 i;shlg meh 44 ^fiajlhka 4g 

jvd wvq lïmeKs j,&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976,320원

2012년 4,580원 36,640원 957,220원 1,035,080원

2013년 4,860원 38,880원 1,015,740원 1,098,360원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원                             -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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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oag ijka § l=ula iïnkao ixjdohlao hkak f;darkak' 

[1~2]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  ① 상여금  ② 실수령액  ③ 공제 총액  ④ 세금 총액

2.  ① 보험  ② 기본급  ③ 보너스  ④ 연장 근로 수당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별도로 지급한대요.  ② 네,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에요.

 ③ 네, 가불을 신청해 보세요.  ④ 네, 월급하고 같이 받으면 돼요.

4.  ① 네, 급여 명세서를 보세요.  ② 네, 보험료를 다 더해 보세요.

 ③ 네, 최저 임금을 확인해 보세요.  ④ 네, 기본급하고 수당을 더해 보세요.

l;dnyg ijka§ m%YaKhg .e,fmk ms<s;=r ,l=Kq lrkak"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왜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까? ldka;dj wehs jegqm f.dvla ,enqfõ@

 ① 세금이 많아져서  ② 수당이 포함돼서

 ③ 기본급이 올라서  ④ 상여금을 받아서

Track 171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y wxl 2 fyd|ska ijkaoS l=ula ms<sn| ixjdohlao hkak f;dark m%Yakhs' 

ijka §ug fmr jpk fyd¢ka tla jrla lshjd n,kak'  

wxl 3 iy wxl 4 .e<fmk ms<s;=r f;dark m%Yak fõ' wxl 5 ixjdohg ijka 

§ m%Yakhg .e,fmk ms<s;=r f;dark m%Yakhls' ijka §ug fmr WodyrKfha 

wka;¾.;h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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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이 금액이 제가 받는 월급이지요? fï uqo, uu ,nd.;a jegqmo@

 여:  네, 총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돼요. 

  Tõ' uq¨ jegqfmka nÿ wvql, úg o, jegqm ,efnkjd'

2. 여: 이번 달에는 월급이 많네요. fï udifha jegqm f.dvhs'

 남: 네, 연장 근무랑 야간 근무가 많았거든요. Tõ' w;a;sld, §ukd rd;%S jev §ukd f.dvla ;shkjd'

3. 남: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jegqm  fõ,dik ,nd .kak mq¨jkao@

4. 여: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nÿ fldmukKo lsh,d okakjo@

5. 남: 이번 달에 월급 나왔어요? fï udifha jegqm ,enqko@

 여: 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Tõ' kuq;a ys;=jg jvd álla jeähs'

 남:  휴일 근로 수당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ksjdvq Èk jev §ukdj;a iuÕ weú,a,d jf.a' tl mdrla mßlaId lr, n,kak'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①  5. ②  

1. 여: 타타 씨, 월급이 들어온 것 같던데 통장 확인해 봤어요? 

  :d:d uy;d" jegqma od,d jf.hs nexl= fmd; jrla mÍlaId lr ne¨jdo@

 남: 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야간 근무도 없었고 주말에도 일을 안 했는데요. 

   Tõ" ta;a ys;=jg jvd jeä jegqma m%udKhla weú;a jf.hs' .sh i;sfha rd;%S jev uqrh;a ke;sj i;s 

wka;fh;a jev lf<a kEfka'

 여: 추석 상여금이 있어서 월급이 많은 거예요. 

  pqfidla Èkhg fndakia ;sfhk ksid jegqm jeä fj,d we;af;a'

 남: 아, 그래요? 상여금도 받았으니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wd tfyuo@ m%ido fndakia ,enqKq ksid ;j;a uykais fj, jev lrkak ´fka'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②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월급이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jegqma jeämqr ,eîug fya;=j l=ulao@

 ① 일을 열심히 해서 ② 상여금이 들어와서

 ③ 밤에 일한 돈을 받아서 ④ 주말 근무 수당이 나와서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55



320  55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55 lreKdlr Tfí f.ùï m;a mßlaId lr n,kak  321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을/를 지급해야 합니다.
 jirlg jvd jeäfhka fiajh l, lïlrejdga /lshdfjka bj;a ùfïÈ w¾:idOl uqo,a f.ùug isÿ fõ'

      ① 상여금  ② 기본급  ③ 보너스  ④ 퇴직금

2.

 
실수령액은 월급의 총액에서 세금을                    금액입니다.
o, jegqfma uQ,sl jegqfmka uq¨ jegqm ^wvq lsÍu& b;sßh fõ'

      ① 포함한  ② 가불한  ③ 공제한  ④ 지불한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eg¨jg ms<s;=re imhkak'

3.

 

가: 어젯밤 몇 시까지 일을 했어요? Bfha ? lSh olajd jev l<do@ 

나: 조금 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10시 전에 퇴근했어요. 

 álla mrlal= fjklï jev l<kuq;a 10g l,ska jev wjika l<d'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ñksiqka fofokd l=ula iïnkaoj l;d lrñka isàkafka@ 

      ① 법적 근로 시간  ② 야간 근로 시간  ③ 연장 근로 시간  ④ 휴일 근로 시간

4.

 

가: 수당을 계산할 때 왜 6,030원으로 해요? §ukd .Kkh lsÍfï§ wehs fjdka 6030g yokafka@ 

나: 그 금액이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소 기준이거든요.

 ta .Kk kS;sfhka kshu lr we;s wju mehl jegqm ksid'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fofokd l=ula iïnkaoj l;d lrñka bkakjdo@

      ① 국민연금  ② 고용 보험  ③ 최저 임금  ④ 급여 내역

근로자들은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 매월 다른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매월 발

생하는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할 

때 간단한 세금 계산표로 세금을 공제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합

니다. 이것을 ㉠                      (이)라고 합니다.

lïlrejkag uQ,sl jegqm fndakia f.ùï wdÈh iEu udihlu fjk fjku ,nd fokjd" ta WK;a iEu uilu isÿjk 

lïlre wdodhï iïnkaO nÿ ksjerÈj .Kka n,k tl wudrehs" fï ksid f.ùï lsÍfï§ m%fhdackj;a nÿ .Kkh lr 

nÿ wvqlr kej; fojk ui we;a;gu ;SrKh lr .Kkh lrkjd" fuh ㉠^jir wjidk .Kka& lsh,d lshkjd'

5.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 ia:dkhg jvd;a .e,fmk m%ldYh ,l=Kq lrkak'

 ① 연말 정산  ② 세금 공제  ③ 보험료 납부  ④ 급여 명세서

정답   1. ④  2. ③  3. ②  4. ③  5. ①

wxl 1 iy wxl 2 .e,fmk jpk f;dark m%Yakhs' by; b.k.;a jpk 

isyslrñka m%Yakj,g ms,s;=re imhkak

wxl 3 iy 4 ixjdofha ud;Dldj f;dark m%Yak fõ' wxl 5 jir wjidk nÿf.ùu 

ms<sn| f–|h lshjd ms,s;=re imhk m%Yakhla 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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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WÉpdrKh          P-31

fyd¢ka ijka § mqkreÉpdrKh lrkak'

ykacd fyj;a ^Ök rEmdCIr& Ndú;d lr ks¾udKh l< jpkhla fhfok wjia:dfõo’ bÈßmi wCIrfha 

y,alsr’u ‘ㄹ’ ù" msgqmi wlaIrfha uq,a jH[ackh ‘ㄷ, ㅅ, ㅈ’ jk úg fï ㄷ, ㅅ, ㅈ wlaIr [ㄸ], [ㅆ], [ㅉ] 

f,i WÉpdrKh lrhs'

(1) 발달, 열심, 말살 (2) 열정, 발전, 실전

(3) 컴퓨터 기술이 발달했어요. (4)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jegqm ys;=jg;a jvd wvqfjka weú;a ;sfnkjd jdf.hs' mÍlaId lr,d n,kak fjkjd'

 ① 옮겨   ② 바꿔

 ③ 취소해  ④ 확인해

2.

 

급여 명세서를             ‘실수령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돈입니다.

jegqma jd¾:dj ne¨ju" 'o< jegqm' lsh, tlla ;sfhkjd' ta .dk ;uhs fl,skau lïlrejdg 

w;g ,efnk jegqm'

 ① 보면  ② 봐서

 ③ 적으면  ④ 적어서

3.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보통 한국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jev lrk úg" jegqm nexl= fmd;g uilg jrla meñfKa' fldßhdfõ§ idudkHfhka i,a,s uqo,ska 

w;g .kakjdg jvd újD; l, nexl= fmd;lg mäh ouk tl wdrËdldrS'

 ① 월급 계산 방법  ② 통장 개설 방법

 ③ 월급 지급 방법  ④ 통장 사용 방법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정답   1. ④   2. ①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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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이반,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bnkaa fujr .%Siau ksjdvqjg fudkjo lrkafka lsh, ie,iqï l<d o@

이반  아직	아무도	휴가	얘기를	안	해서	휴가를	써도	될지		 	
눈치를	보는	중이야.	

  ;ju;a ljqrej;a ksjdvq .ek uql=;au lshkafka ke;ss ksid ksjdvq 

b,a,kakj;aa ,efnhso keoao lsh, n,d n,d bkafk'

지훈  7월	말에는	쉬는	공장이	많으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때쯤	휴가를	신청해	봐.	

  cq,s udih w.§ ksjdvq fok jevfmd<j,a f.dvla ;sfnk ksid jev 

tÉpr f.dvla ;sfnk tlla keye" t;fldg ksjdvq b,a,,d n,kak'

이반  그래야겠다.	근데	보통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어?	
  tfyu lrkak ´fk' t;a idudkHfhka ksjdvqj fldÉpr ld,hlg 

fokjo@

지훈  1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는데,	여름	휴가로는		 	
일반적으로	3~4일	정도	쓰는	편이야.	

  wjqreoaolg ksjdvq 15 olajd .kak mq¿jka" .%Siau ksjdvqjg 

idudkHfhka ojia 3~4 ú;r .kak mq¿jka'

눈치를	보다

wks;a wh fudkjo 

lrkafka lsh,  

n,kjd

56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fujr .sïydk ksjdvqjg fudkjo lrkafka lsh, ie,iqï l,do@

정답   1. 아니요, 아직 세우지 못했어요.    2. 일 년에 연차 15일까지 쓸 수 있어요.

1.	이반	씨는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어요? 

 bnka uy;d .%Siau ld,hg fudkjo lrkafka lsh, ie,iqï l<d o@

2.				보통	휴가는	일	년에	얼마나	쓸	수	있어요? idudkHfhka wjqreoaolg ksjdvq lshla .kak mq¨jkao@  

대화 1  ixjdoh 1
Track 172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ksjdvq .ek oek.ekSu" f,v ksjdvq oeóu

□l%shdldrlï  ksjdvq whÿï lrk wdldrh wjfndaO 

lr.ekSu

□	jpk Ndú;h ioyd Wmfoia  ksjdvq" f,v ksjdvq

□	ixialD;sl f;dr;=re	 	ksjdvq ms,snoj lïlre ks;sh wjfndaO 

lr.ekSu

일반적으로

idudkHfhka

fofokd .%Siau ksjdvqj .ek l;dlrñka isá" bnka uy;dg ljod ksjdvq b,a,k 

mq¿jka fõúo@ uq,skau ixjdoh fojrla ijkaoS wkq.ukh lrkak'

fyd|ska wid kej; lsfhõjd 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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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신청하다
ksjdvq b,a,kjd

휴가를 받다
ksjdvq ,efnkjd

휴가를 내다
ksjdvq odkjd

휴가를 쓰다
ksjdvq .kakjd

유급 휴일
mä iys; ksjdvq

무급 휴일
mä rys; ksjdvq

법정 휴일
kS;suh ksjdvq

약정 휴일
tlÕ jq ksjdvq

연차 휴가
jd¾Isl ksjdv

출산 휴가
ud;D ksjdvq

휴가와 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휴일이 처음부터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나 특별한 사유의 충족으로 인해 이를 면제 받은 날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ksjdvq yd ksjdvq Èk j, lïlrejka úfõl .kak Èkhka hk woyiska tljf.a f;areula ;sfnkjd' kuq;a 

ksjdvq Èkh uq, bo,u jev ke;s Èkhla jk w;r ksjdvqj jev ;sfnk ojila jqk;a lïlrejdf.a úfYaI 

b,a,Sula u; fyda úfYaI fya;=jla ksid jev fkdlsÍug wjir ,nd.;aa Èkhla jk woyiska w¾:h fjkia 

fjhs'

Tip	휴가와 휴일  ksjdvq yd ksjdvq Èk

어휘 1  jpk ud,dj 1 휴가 ksjdvqj

ksjdvq Èkh yd ksjdvqj fjkia fjkafka flfiao@ tfykï ksjdvqj yd 

iïnkaO jpk bf.k .ksuq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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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휴가

㉡ 유급 휴가

㉢ 연차 휴가

㉣ 출산 휴가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iïnkaO lrkak'

268   한국어 표준교재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내일은 달력에 빨간 날도 아닌데 쉬네요.

나: 네,  휴일이라서 우리 회사는 쉬어요.

가: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임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 아니요,  휴일이니까 임금이 지불돼요.

가: 우리 회사는  휴가를 얼마나 줘요?

나: 아기를 낳기 전후로 3개월 준대요. 

가: 이번에 휴가를  어디에 가고 싶어요?

나: 친구들하고 부산에 가 보려고요. 

① 법정  ② 약정 

① 무급  ② 유급 

① 연차  ② 출산 

① 받으면  ② 신청하면

1) 

2) 

3) 

4)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무급 휴가

유급 휴가

연차 휴가

출산 휴가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68 2014-06-11   오전 9:55:05

①

②

③

④

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내일은 달력에 빨간 날도 아닌데 쉬네요. 
 fyg Èk o¾Ykfha r;=mdg Èkhla fkdjqj;a ksjdvq .kakjfka'

나: 네,                      휴일이라서 우리 회사는 쉬어요. 

 Tõ" l,ska tlÕ jev ksjdvqjla ksid wms ksjdvq .kakjd'

     ① 법정   ② 약정

2)

 

가: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임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jd¾Isl ksjdvq .kakd úg mä ,efnkafka keoao@

나: 아니요,                      휴일이니까 임금이 지불돼요.    

 keye" mä iys; ksjdvq ksid mä ,efnkjd'

     ① 무급   ② 유급

3)

 

가: 우리 회사는                      휴가를 얼마나 줘요? 

 wfma iud.u ud;D ksjdvq fldmuK ld,hla fokjo@

나: 아기를 낳기 전후로 3개월 준대요. m%iq;shg fmr yd miq ui ;=k ne.ska fokjd'

     ① 연차   ② 출산

4)

 

가:   이번에 휴가를                       어디에 가고 싶어요? 

 fujr ksjdvq ,enqfkd;a fldfyo hkafka@

나: 친구들하고 부산에 가 보려고요.	hy¿jka tlal nQidkaa hkak ys;k bkakjd'

     ① 받으면   ② 신청하면

정답   1. ① ㉡  ② ㉠  ③ ㉣  ④ ㉢   2. 1) ②  2) ②  3) ②  4) ①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ai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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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병가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f,v ksjdvq oukak ´fkaa'

직원	 	네,	병가라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	
 Tõ" f,v ksjdvq odkak kï fldfyo wudrej ;sfnkafka'

이반	 	네,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Tõ" fldkao áll ßfok ksid frday,g .shyu Y,Hl¾uhla 

lrk tl fydohs lsh, lshkjd

직원	 	수술이요?	그럼	심한	거	아니에요?	
  Y,Hl¾uhla@ tfykï f.dvla wudre we;sfkao@

이반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병

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fmdä Y,Hl¾uhla lsh, lshkjd' tl i;shla muK f,v 

ksjdvq .;af;d;a we;s lsh, ys;kafka'

직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병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들이에요.	잘	읽어	보시고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

세요.	
  Tõ" f;areKd' fï ;sfhkafka f,v ksjdvq whÿï m;%h yd 

wjYH wfkla ,shlsú,shs" fydÈka lshj, n,, blaukg 

ndrfokak'

심하다
f.dvla wudrehs

가급적	빨리

yels;rï blaukg

대화 2  ixjdoh 2
Track 173

bnkaa uy;d f,v ksjdvq b,a,Sug fiajlfhl= iu. l;dlrñka isá' uq,skau 

ixjdoh fojrla ijka fokak'

1. 이반 씨는 왜 병가를 신청하러 왔어요? bnka uy;d wehs f,v ksjdvq b,kafka@

2. 이반 씨는 얼마 동안 병가를 쓰려고 해요? bnk uy;d fldmuK ld,hlg f,v ksjdvq b,a,kjo@

정답   1. 허리가 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2. 한 일주일 정도 병가를 쓰려고 해요.

f,v ksjdvq whÿï lrkafka flfiao@ f,v ksjdvq yd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

간단하다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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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f,v ksjdvq

병가 사유
f,v ksjdvq b,a,Sug 

fya;=j

병가 기간
f,v ksjdvq ld, 

isudj

소속
úia;r

직위 
/lshdj

비상 연락처
yÈis wjia:djl 

weu;sh yels wxlh

통원 치료를 하다
fkajdisl m%;sldr

입원을 하다
frday,g 

we;=,afjkjd

조퇴하다
blaukg f.or hkjd

결근하다
oekqï §ulska ksjdvq 

oukjd

무단결근하다
oekqï §ulska f;drj 

ksjdvq ou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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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병가 Sick leave

병가 병가 사유 병가 기간 소속
sick leave causes of sick leave period of sick leave affi  liation

직위 비상 연락처 통원 치료를 하다 입원을 하다
position emergency contact list to receive outpatient treatment to be hospitalized

조퇴하다 결근하다 무단결근하다
to leave early to be absent from work to be absent from work without 

authorization

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무단결근하다

조퇴하다

입원하다

통원 치료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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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eave early to be absent from work to be absent from work without 

authorization

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무단결근하다

조퇴하다

입원하다

통원 치료를 하다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70 2014-06-11   오전 9:55:06270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병가 Sick leave

병가 병가 사유 병가 기간 소속
sick leave causes of sick leave period of sick leave affi  liation

직위 비상 연락처 통원 치료를 하다 입원을 하다
position emergency contact list to receive outpatient treatment to be hospitalized

조퇴하다 결근하다 무단결근하다
to leave early to be absent from work to be absent from work without 

authorization

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무단결근하다

조퇴하다

입원하다

통원 치료를 하다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70 2014-06-11   오전 9:55:06

㉠ 무단결근하다 ㉡ 조퇴하다 ㉢ 입원하다 ㉣ 통원 치료를 하다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iïnkaO lrkak'

정답   1. ① ㉡  ② ㉠  ③ ㉣  ④ ㉢

어휘 2  jpk ud,dj 5 병가 f,v ksjdvq

f,v ksjdvq whÿï lrkafka flfiao@ f,v ksjdvq yd iïNkao jpk 

fidhdn,uq@

by; ioyka jpk ud,dj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W;ai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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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ysia;ekg .e,fmk jpkh WodyrK ;=,ska f;dard ou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소속
wxYh 전기과 úÿ,s wxYh

성명
ku 이반 bnka 

1) 사원 ,smslre

2) 허리통증으로�인한�수술 fldkafoa wudrej ksid lrk Y,Hl¾uh

3)
2015년  4월  6일 ~ 2015년  4월  12일 ( 7 )일간

2015 j¾Ih 4 ui 6 Èk  2015 j¾Ih 4 ui 12 Èk Èk^7&l

1) 031-777-5678 

위와	같이	병가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y; oelafjk wdldrhg f,v ksjdvq whÿï lrk w;r wjir ,ndfokak'

2015년	4월	1일
2015 j¾Ih 4 ui 1 Èk

소속:	전기과	wxYh úÿ,s ld¾ñl

성명:	이반	ku bnka

*신청기간이	1주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	첨부		
	whÿï lrk ld,h i;shlg jvd jeäkï ffjoH jd¾;dj bÈßm;a lrkak

기간   비상 연락처   직위   사유

정답   2. 1) 직위  2) 사유  3) 기간  4) 비상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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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oelafjkak lshjd m%Yakj,g ms<s;=re imhkak'

by; mä iys; ksjdvqj yd fjkia foh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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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

1. 위의 휴가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① 연차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② 여름휴가로 전라남도 순천에 갈 예정입니다. 

③ 휴가 기간 3일 전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④ 박지훈 씨는 현재 기계과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휴가 신청서

아래와 같이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7 월 24 일 

휴가 신청자 성명 박 지 훈   (확인) 소속 및 직위 기계과 대리

휴가 내용

구분
생리휴가 (        )    출산휴가 (        )

병가 (        )    연월차휴가 (        )    기타 (        )

사유 여름휴가

기간 (시간) 2015 년    7 월   25 일  ~  2015 년    7 월   28 일 

행선지 전라남도 순천

긴급 연락처 010-234-5678

결재

(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72 2014-06-11   오전 9:55:07

아래와	같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my;  oelafjk wdldrhg mä iys;  ksjdvq wkqu; lr oekqï fokak

2015년	7월	24일

휴가	신청자

ksjdvq whÿï lrkakd

성명	

ku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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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wxYh yd /lshdj

기계과	대리

ld,iSudj

휴가	내용

ksjdvq wka;¾.;h

구분

wxYh yd /lshdj

생리	휴가	(								)					출산	휴가	(								)	
           udkisl wd;;shg ksjdvq   ud;D ksjdvq

병가	(								)						연월차휴가	(	 	)						기타	(								)
      f,v ksjdvq  					 udisl ksjdvq           fjk;a

사유	fya;=j 여름	휴가	.%Siau ksjdvqj

기간(시간)	

ld, isudj

2015년	7월	25일	~	2015년	7월	28일	

2015 j¾Ih 7 ui 25 Èk ~ 2015 j¾Ih 7 ui 27 Èk

행선지	

.ukalrak ia:dkh

전라남도	순천	

fpdkardkïfoda iqkafpdka

긴급	연락처

yÈis weu;=ï wxlh
010-1234-5678

휴가 신청서	ksjdvq whÿï m;%h 결재

wjirh

1. 위의 휴가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① 연차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② 여름휴가로 전라남도 순천에 갈 예정입니다.

③ 휴가 기간 3일 전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④ 박지훈 씨는 현재 기계과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답   1. ③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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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한 근로 기준법의 이해
ksjdvqj ms<sno lïlre ks;sh

법정	휴일(휴가)	ks;sh u.ska kshulr we;s ksjdvq

「근로 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가 또는 휴일을 말합니다. 근로 기준법상 휴일은 제 55조에 의한 

‘유급 주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입니다.

lïlre m%ñ;s mk; uÕska kshu lr we;s ksjdvq Èk fyda ksjdvq§u" lïlre m%ñ;s mk; hgf;a ksjdvq 

Èkj, fiajlhskag f.úh hq;= i;sm;d ksjdvq fiajlhl= i;shlg wju jYfhka tla f.jk ksjdvq 

tlajrlg wju jYfhka i;shlg f.jd oeñh hq;=h ^uehs 1 lïlre Èkh&'

약정	휴일(휴가)	wkqu; ksjdvq

회사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가 또는 휴일을 말합니다. 약정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  

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정 휴일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

고 있으며 단체 협약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준수해야 합니다.

th iduqysl .súiqï u.ska ksYaph lrkq ,nk yd n,d;aul jk ksjdvq fyda ksjdvq i|yd fhduq fõs' 

ks;sm;d ksjdvq Èk lïlre m%ñ;ss mk; u.ska wdjrKh fkd fõs' ksjdvq iuh ;=<" th iduQysl .súiqu 

u.ska l%shd;aul jk w;r th iduQysl .súiqfï i|yka lreKq lïlre yd l<ukdlrK mlaI úiska 

ksÍlaIKh l< hq;=hs'

구분

fldgi

법정

ks;sh

약정

wkqu; 

휴일

ksjdvq Èkh

-	주휴일	i;sfha ksjdvq

-	근로자의	날 lïlre Èkh

-	공휴일	fmdÿ ksjdvq

-	회사	창립일	iu.u mgka.;a Èkh

-	기타	휴무일	fjk;a ksjdvq Èk

휴가	

ksjdvqj

-	연차	휴가	mä iys; ksjdvq

-	생리	휴가	udkisl ksjdvq

-	산전·후	휴가	ovqjï ksjdvq

-	하계휴가	.sïydk ksjdvq

-			경조	휴가	iïu; ksjdvq

유급	휴일	mä iys; ksjdvq

근로의 의무는 있으나 근로 기준법 등에 의거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유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입

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합니다(근로 기준법 제 55조).  

이와 달리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을 통하여 무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을 무급 

휴일이라고 합니다.

jev lsÍu i|yd j.lSula ;sfí" tfy;a th lïlre m%ñ;s mk; hgf;a jev ksoyi ,nk Èkhl f.jkq 

,nk ksjdvq Èkhlss' th w¾:h jkafka i;shlg wju jYfhka i;shlg jrla jegqma f.jkq ,nk ksjdvq 

^lïlre marñ;s mkf;a 55 jk j.ka;sh& hs' wfkla w;g jev lsÍu i|yd j.lSula ;sfí'kuq;a /lshd 

kS;s Í;s iduQysl .súiqï wdÈh f.jd fkd;sîu ksjdvq fkdf.jk ksjdvq Èk f,i ye¢kafõ'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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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garkanlah pertanyaan dan pilihlah jawaban yang tepat.

my; foa ijka § l=ula iïnkao ixjdohlao hkak f;darkak'

[1~2]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  ① 병가 신청  ② 병가 휴직  ③ 병가 사유  ④ 병가 기간

2.  ① 무급 휴일  ② 법정 휴일  ③ 약정 휴일  ④ 유급 휴일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휴직을 신청하세요.  ② 네,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③ 네, 사유를 이야기하세요.  ④ 네, 병가 기간을 확인하세요.

4.  ① 연차 휴가를 냈어요.  ② 지금 휴가 중이에요.

 ③ 휴가를 5일 받았어요.  ④ 먼저 휴가를 신청하세요.

ixjdohg ijka § m%YaKhg .e,fmka ksjerÈ ms,s;=re f;darkak'

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왜 고향에 가려고 합니까? .eyeKq mqoa.,hd l=ula ksid .ug hkak yokjo@

① 어머니가 아프셔서  ② 동생이 결혼을 해서

③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④ 가족과 휴가를 보내려고

Track 174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yd 2 fyd|ska ijkaoS l=ula ms<sno fonilao hkak f;dark m%Yak fõ" 

ijkaoSSug l,ska jpk fydÈka lshjd n,kak' 

wxl 3 iy 4 ksjerÈ ms<s;=r f;dark m%Yak fõ" wxl 5 ixjdohg ijka § ksjerÈ  

ms<s;=r f;dark m%Yakhla fõs' ijkaoSug fmr ms<s;=r tla jrla lshjd n,kak'  



330  56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56 fujr .sïydk ksjdvqjg fudkjo lrkafka lsh, ie,iqï l,do@  331

1. 남: 얼마 동안 병가를 내실 예정이에요? fldmuK ld,hla f,v ksjdvq oukak ys; isákjo@

 여: 5일이면 될 것 같아요. ojia 5 ;snqfkd;a we;s'

2. 여: 임금을 받고 쉬는 날이 있다던데요?  

 mä iys;j ksjdvq .kak mq¿jka ojia ;shkjd lsh, wykak ,enqkd'

 남:  네,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아요. 

  Tõ’ i;shlg ojila jev fkdl,;a mä ,efnkjd'

3.  남:  아파서 지난주에 1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wikSm fj,d .sh i;sfha i;shlau jevg wdfõ ke;s ksidd ndrÈh hq;= ,shlshú,s ;sfhkjo@

4. 여: 올해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어요? fï wjqreoafoa ,nd.; yels ksjdvq ;sfnkjo@

5. 남:  이번 휴가에 고향에 가려고요? fujr ksjdvqjg .fï hkak lsh, ys;k bkakjd'

 여:  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Tõ’" wïug ikSm ke;s ksid .sys,a, tkjd'

 남:  걱정이 많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f.dvla lror fjkjfkao@ mßiaiug .sys,a, tkak'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④  2. ④  3. ②  4. ④  5. ①

1. 남: 리리 씨, 왜 갑자기 고향에 가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s,S uy;añh" wehs yÈiaisfhka .fï hkafka@ fudlla yß yÈiais jevla ;sfhkjdo@

 여: 네,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뵙고 오려고요. Tõ" wïug álla wikSmhs' álla n,,d tkakhs lsh,d'

 남: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출국하려면 준비할 게 많죠? 

  ys;g iekiSula ke;=j we;s tfykï'  iQodkï lr .kak f.dvla foaj,a we;s fkao@

 여: 네, 오늘 연차 신청하고 가족들 선물도 좀 사려고요. 

  Tõ" wo ksjdvq b,a¨ï lr,d mjqf,a whg ;E.s áll=;a .kakhs bkafka"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①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여자가 고향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ldka;djlg .ug hk fya;=j l=ulao@

 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② 회사를 그만둬야 해서

 ③ 고향에서 일하기 위해서 ④ 연차를 신청하기 위해서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56



332  56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56 fujr .sïydk ksjdvqjg fudkjo lrkafka lsh, ie,iqï l,do@  333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올 여름에 회사에서 휴가를                    고향에 다녀올 거예요.

fujr .%Siauhg iud.fuka ksjdvq ,enfkd;a .fï .sys,a, tkjd'

     ① 내면  ② 쓰면  ③ 받으면  ④ 신청하면

2.

 

가:  안색이 안 좋아요.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게 어때요?   

 fmkqu t;rï fyd| keye fõ,my jev bjrù f.dia úfõl .kak tl fldfyduo@

나: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Tõ" fõ,my jev bjrù hkakï

     ① 결근하고  ② 조퇴하고  ③ 신청하고  ④ 휴직하고

[3~4]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ó<Õg .eg¨jg ms<s;=re imhkak'

3.

 

가: 아기를 낳을 때는 얼마 동안 쉬어요? ore m%iq;shlg fldmuK ksjdvq ,efnkjo@

나: 3개월 동안 쉴 수 있도록 근로 기준법에 정해져 있어요. 

 ui 3 ksjdvq ,nkak mq¿jka f,i lïlre kS;sfha oelafjkjd'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fofokd l=ula ms,snoj l;dlrñka isào@

 ① 무급 휴가  ② 병가 휴가  ③ 연차 휴가  ④ 출산 휴가

4.

 

가: 그럼 회사에 연락도 없이 출근 안 한 거예요? 
 tfykï iud.ug;a fkdokajd jev wjika fkdl,o@

나: 그런가 봐요. ta jf.a fmkafka'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fofokd l=ula ms,snoj l;dlrñka isào@

 ① 병가 내다  ② 휴직하다  ③ 조퇴하다  ④ 무단결근하다

㉠                은 법으로 정한 날은 아니지만 회사가 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유급으로 할 것인

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ska ;SrKh lr.;a ksjdvq Èk&" ks;sh u.ska ;SrKh fkdl,;a iu.u úiska ksjdvq Èkhka f,i 

kï lrkq ,nk Èkhka fõs" iud.ug wkqj mä rys;o iys;o hkak fjkia fõ' lïlre Èkh ks;sh 

u.ska kshu lr.;a Èkhla neúka th ^l,ska ;SrKh lr.;a ksjdvq Èk&hlg wh;a fkdfõ'

5.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g .e,fmk ms<s;=r f;darkak'

① 무급 휴일  ② 연차 휴일 ③ 약정 휴일 ④ 유급 휴일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④  5. ③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yd 2 .e,fmk jpk f;dark  m%Yak fõs" by; bf.k.;a jpk foi n,ñka 

ms<s;=re imhkak'

wxl 3 yd 4 fonfia ud;Dldj f;dark m%Yak fõs" wxl 5 ksjdvq Èk ms<sno fþoh 

lshj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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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표현  jeo.;a fhÿï

한눈	팔면	안	돼요.	wjOdkh fhduq lrkjd ^fjk fohla fkdn,d&

가: 한눈 팔면 안 돼요. 기계를 사용할 때는 위험해요. 

 wjOdkh fhduq lrkjd ^fjk fohla fkdn,d&' hka;%h l%shd;aul lrk úg wk;=re odhlhs' 

나: 네, 주의할게요. Tõ mßiaiï fjkakï'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이번 주 토요일부터 휴가라서 고향에 갑니다. 토요일에           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

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fï i;sfha fikiqrdod ksjdvq ojila neúka .fï hkjd' fikiqrdod furáka msgù ,nk i;sfha 

isl=rdod wmiq tkakhs bkafka'

 ① 입학  ② 출국

 ③ 출장  ④ 결근

2.

 

연차 휴가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한 사람한테는           을 줍니다.

jd¾Isl ksjdvq' f.jqï ksjdvq neúka úfõl fkdf.k jev l, mqoa.,hka yg w;sf¾l §ukd 

f.jkq ,efí

 ① 월급  ② 수당

 ③ 세금  ④ 일당

3.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몸이 많이 아파서 일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병가를 내야 합니다. 병가를 낼 때는 병가 신청

서와 필요한 병원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리 제출할 수 없으면 나중에라도 

내야 합니다.

weÕg f.dvla wudre ù jev lr .kak neß wjia:d j,§ f,v ksjdvq oeñh hq;=hs' f,v ksjdvq 

ouk wjia:djkayS§ f,v ksjdvq oeófï b,a¨ï m;%h iy wjYH jk frday,a ,shlshú,s wdh;khg 

,nd Èh hq;=hs' l<ska ,nd §ug fkdyels kï miqj jqjo ,nd Èh hq;=hs'

 ① 병가 신청  ② 건강 주의

 ③ 병원 방문  ④ 회사 생활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정답   1. ②   2. ②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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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아딧,	너	회사	옮길	거라며?	무슨	일	있어?
  wdÈ;H Tn fjk;a iud.ulg hkjd lshkafka@ fudllao fya;=j@

아딧  우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장

님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	
  wfma iud.fï ;;ajh wi;=gqodhl ksid iud.u jidù jf.a' ta ksid m%Odkshd 

jevlrk ia:dkh udrelrk b,a¨ïm;la bÈßm;a lrkak lsh,d mejiqjd'

카림  그랬구나.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tal ;uhss' m%Odkshg;a f.dvla wmyiqjqk;a Thd .ek;a ys;kjd jf.hs'

아딧  맞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해.	그래도	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는	근로	계약

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	
  we;a;" tlg jevlrñka f.dvla iñmjqkd jf.hss' fjkaùug isÿùu .ek ÿlhss' 

kuq;a uu È.gu jevl,hq;= ksid……. kuq;a jevlrk ia:dkh fjkialrk b,a,Su 

jev .súiqu wjikaù udihla we;=,; lrkak ´fk¨@

카림  응,	한	달	안에	고용	센터에	가서	제출해야	돼.	
  Tõs" udihla ;=, /lshd uOHia:dkhg f.dia ndrÈh hq;=hs'

사정이	안	좋다

;;ajh fyd| 

keye
섭섭하다
ÿlhs

정이	들다
ióm fjkjd

57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jevlrk ia:dkh udrelr.kak wjYH jqk;a 

정답   1.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2. 근로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내야 해요.

1.	아딧	씨는	왜	회사를	옮기려고	해요?	wdÈ;H uy;d wehs fjk;a iud.ulg hkak yokafka@

2.	사업자	변경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해요?	jevlrk ia:dkh fjkialrk b,ä ïm; ljodg l,ska ndrÈh hq;=o@

대화 1  ixjdoh 1
Track 175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jevlrk ia:dkh udrelrk l%shdj,sh oek.ekSu" 
;djld,slj ráka msgúfï l%shdj,sh mßlaId lsÍu.'

□l%shdldrlï  kej; fldßhdjg we;=,aùug wjir §fï f,aLkh 

wjfndaO lr.ekSu

□	jpk Ndú;h ioyd Wmfoia  jevlrk ia:dkh udrelsÍu" kshñ; ld,hg fmr 
wdmiq hdu yd ;djld,slj ráka msgùu 

□	ixialD;sl f;dr;=re	 jevlrk ia:dkh fjkia lsÍu

wdÈ;a uy;d fjk;a iud.ulg udreùug is;df.k jevlrk ia:dkh 

fjkialsÍfï whÿïm;la bÈßm;alsÍug ierfihs' fofokd l=ula ms<sn|j 

l;dlrkjdo lshd fonig fojrla ijkaoS bkamiqj lshjd n,kak'

fyd¢ka ijka oS kej; lsfhjqjd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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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만료되다

jev .súiqu l,a bl=;a 

fjkjd

계약을 갱신하다
.súiqu w¨;a lrkjd

근로계약이 
해지되다

jev .súiqu wj,x.= fjkjd

갱신을 거절하다
.súiqu m%;slafIam 

lrkjd

사업장 변경 이유
jevlrk ia:dkh 

fjkialsÍug fya;=

임금을 체불하다
jegqma f.jkjd

휴업하다
;djld,slj jikjd

폐업하다
iïmq¾Kfhkau jikjd

폭언을 하다
nkskjd

폭행을 하다
myr fokjd

 

사업장 
변경 신청서

jevlrk ia:dkh 

fjkialsÍfï b,a¨ïm;

   57과_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277

어휘 1 사업장 변경 Change of a work location

근로계약이 만료되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다 계약을 갱신하다 갱신을 거절하다
a contract of employment expires an employment contract is 

terminated
to renew a contract to refuse to renew a contract

사업장 변경 사유 임금을 체불하다 휴업하다 폐업하다
reasons for change of a work 

location
to delay payment of wages /

to be in arrears
to be closed temporarily to be closed

폭언을 하다 폭행을 하다 사업장 변경 신청서 사업장 추가
to utter to assault / to attack application for change of a 

work location
addition of a work location

연습 1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rexpressions.

가: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계약을 하려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요.

① 갱신  ② 해지 

1) 

한국어 표준교재 51-58.indd   277 2014-06-11   오전 9:55:08

사업장 추가
wu;r jevlrk 

ia:dk

어휘 1  jpk ud,dj 1 사업장 변경 jevlrk ia:dkh fjkia lsÍu

유용한 표현  jeo.;a fhÿï

큰일	날	뻔했네요.	f,dl= lrorhla isoaofjkakhs .sfha'

가: 버스 안에서 넘어졌어요. nia tl we;=f,a jegqkd'

나: 큰일 날 뻔했네요. 괜찮아요? f,dl= lrorhla fjkakhs .sfha' oeka fudlo@

jevlrk ia:dkh fjkia lrkafka flfiao@ jevlrk ia:dkh fjkialsÍug 

iïNkaO jpk fudkjdoehs n,uq'



336  57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57 jevlrk ia:dkh udrelr.kak wjYH jqk;a  337

2) 
가:  더 이상 공장은 운영 안 하는 거예요? bÈßhg l¾udka; Yd,dj mj;ajdf.k hkafka keoao@ 

나:  아니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중이에요. 

     keye' .eg,qjlg uqyqK mdmq ksidfjka oeka ;djld,slj jy,d ;sfhkafka'

① 휴업  ② 폐업

4) 
가: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jevlrk ia:dkh fjkialsßug fya;=jla ;shkjdo@

나: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았어요.                      도 변경 사유가 되지요? 

 udi lsysmhl jegqma ,enqfka keye 'jegqma fkd,eîu;a fjkialsÍug fya;=jla úh yelshs fkao@

① 해고  ② 임금 체불

3) 
가:  근무지              은 몇 번까지 가능해요? jevlrk ia:dkh ls jrla fjkial, yelso@

나:    3번까지는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kajrla udrelrkak mq¿jka lsh, okakjd'

① 신청  ② 변경

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1) 
가: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jev .súiqu l,a bl=;aúfuka miqj l=ula l, hq;=o@

나: 계약을                       하려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요. 

 .súiqu w¨;a lr.ekak lsh,d' oeka hk iud.u fyd|hs jf.a'

① 갱신  ② 해지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278   한국어 표준교재

가: 더 이상 공장은 운영 안 하는 거예요?

나: 아니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중이에요.

가: 근무지 은 몇 번까지 가능해요?

나: 3번까지는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나: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았어요. 도 변경 사유가 되지요?

① 휴업  ② 폐업 

① 신청  ②  변경 

① 해고  ② 임금 체불

2) 

3) 

4)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폭행을 하다

폭언을 하다

휴업하다

폐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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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이상 공장은 운영 안 하는 거예요?

나: 아니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중이에요.

가: 근무지 은 몇 번까지 가능해요?

나: 3번까지는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나: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았어요. 도 변경 사유가 되지요?

① 휴업  ② 폐업 

① 신청  ②  변경 

① 해고  ② 임금 체불

2) 

3) 

4)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폭행을 하다

폭언을 하다

휴업하다

폐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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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이상 공장은 운영 안 하는 거예요?

나: 아니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중이에요.

가: 근무지 은 몇 번까지 가능해요?

나: 3번까지는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나: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았어요. 도 변경 사유가 되지요?

① 휴업  ② 폐업 

① 신청  ②  변경 

① 해고  ② 임금 체불

2) 

3) 

4)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폭행을 하다

폭언을 하다

휴업하다

폐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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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이상 공장은 운영 안 하는 거예요?

나: 아니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중이에요.

가: 근무지 은 몇 번까지 가능해요?

나: 3번까지는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나: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았어요. 도 변경 사유가 되지요?

① 휴업  ② 폐업 

① 신청  ②  변경 

① 해고  ② 임금 체불

2) 

3) 

4)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폭행을 하다

폭언을 하다

휴업하다

폐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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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 foi n,d .e,fmk jpkh hd lrkak'

㉠ 폭행을 하다 ㉡ 폭언을 하다 ㉢ 휴업하다 ㉣ 폐업하다

① ② ③ ④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정답   1) ①  2) ①  3) ②  4) ②    2. ① ㉡  ② ㉠  ③ ㉣  ④ ㉢

jpk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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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딧  아버지가	지난달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
 ;d;a;d .sh udifha f,dl= ie;alulg uqyqK ÿkakd'

이반 정말?	이제	좀	어떠셔?
 we;a;o@ oeka fldfyduo@

아딧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아무래도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t;rï fyd| keye jf.a' fldfydu jqk;a .fï .sys,a, tkak 

´fka……'

이반  걱정이	많겠다.	고향에	가게	되면	지금	일은	어떻게	

하고?	
  f.dvla lror fjkjd jf.a' .fï hkjdkï oekalrk /

lshdjg fudlo lrkafka@

아딧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회사가	한창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	
  ;djld,slj ráka msgù kej; meñKshyels l%uhla ;shkjd 

lsh, wykak ,enqkd' ta;a iud.fï jev wêl ld,h 

ksidfjka lshk tl f,ais keye'

이반  그렇겠다.	그래도	사장님께	한번	이야기해	봐.	
 tl ;uhs'kuq;a m%Odkshdg lsh, n,kak'

1.	아딧	씨는	왜	고향에	다녀오려고	해요?	wdÈ;H uy;d wehs .fï hkak yokafka@

2.	아딧	씨는	사장님께	왜	일시	출국하고	싶다는	말을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wdÈ;H uy;d ;djld,slj ráka msgù hk nj m%Odkshdg mejiSu wmyiq hhs mjikafka wehs@

정답   1.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다녀오려고 해요.  2. 회사가 한창 바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말을	꺼내다

l;d lrkjd 

한창
f.dvla

대화 2  ixjdoh 2
Track 176

wdÈ;a uy;d mshd ksidfjka .fï f.dia meñ”ug n,dfmdfrd;a;= fõ' 

fofokd l=ula .ek l;dlrkjo lshd fonig uq,skau fojrla ijka fokak'

fujr wdÈ;H uy;d yd bjdka uy;d njg m;aù foni kej; lshkak' 

fyd¢ka wid kej; lsfhjqjd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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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귀국하다
l,ska rgg wdmiq hdu

일시 출국하다
;djld,slj ráka msgùu

재입국하다
kej; rgg we;=,aùu

면제되다
/lshdfjka ksoyia 

fjkjd

개인 사정 
fm!oa.,sl fya;=

집안 사정
mjqf,a hï fya;=jla

병환
wikSm ;;ajfhka miq 

fjkjsd

편찮으시다
wikSm fjkjd

재입국 허가 신청서
kej; rgg we;=,aùug b,a,Su

동의서(허가서)
wjir ,nd§fï ,smsh

출국 예정 신고서
ráka msgùfï ie,iqu oekqïfok 

,smsh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님의 병환 등과 같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입국 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ukaf.a újdyh iy foudmshkaf.a frda. ;;ajhla jeks fya;=jlg ;djld,slj ráka msgùug n,fmdfrda;a;= 

jkúg iud.fï wjirh ,ndf.k .fï f.dia meñ”ug yelsh' ráka msgùug fmr kej; rgg we;=,aùfï 

b,a,sïm; heúh hq;= w;r kej; rgg w;=,ajkúg we;=,aùug wjir ,ndfokjd'

Tip	일시 출국 ;djld,slj msgùu

어휘 2  jpk ud,dj 2 조기 귀국과 일시 출국 
l,ska rgg wdmiq hdu iy ;djld,slj ráka msgùu

fm!oa.,sl fya;=u; ;djld,slj ráka msgùug wjYH kï l=ula l, hq;=o@ l,ska 

rgg wdmiq hdu yd ;djld,slj ráka msgùug iïnkaO jpk bf.k .ks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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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1) 
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고향에 잠시 다녀오게 됐어요. 
 fm!oa.,sl fya;=jla ksidfjka állg .fï .sys,a, tkak fjkjd'

나:  네, 반장님께 들었어요.                       신청서는 제출했어요? 

 Tõ" lKavdhï kdhl;=udf.ka wikak ,enqkd'kej; we;=,aùfï b,a¨ïm; bÈßm;a l,do@

① 사업장 변경  ② 재입국 허가

3) 
가:   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 출국이죠? 

 fï i;sh olajd jevlr,d ,nk i;sfha ráka msgfjkjd fkao@

나:  네, 금요일에                      나면 출국 준비하려고요. 

 Tõ' isl=rdod jev wjika ù ráka msgùug iqodkï fjkjd'

① 신고하고  ② 퇴사하고

4) 
가: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kej; rgg we;=¿ùfï wjir b,a,sïm; bÈßm;a lr ;djld,slj ráka msgù kej; 

we;=,aùfï§ wjir ,nd.; hq;=o@

나:   아니요, 이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 

 keye" fujeks wjia:djl§ kej; we;=¿ùfï wjirh ,efnkjd'

① 가능해요  ② 면제돼요

2) 
가:   이렇게 빨리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fuÉpr blaukg .fï .sys,a, tkak hkjo@

나:  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하게 됐어요. 

 Tõ' wïug wikSm ksid l,ska hkak fjkjd'

① 재입국  ② 조기 귀국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mska;=rhg .e,fmk fhÿu WodyrK j,ska f;dard oukak'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57과_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281

→ → →

연습 2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고향에 잠시 다녀오게 됐어요.

나: 네. 반장님께 들었어요.  신청서는 제출했어요?

① 사업장 변경  ② 재입국 허가 

1) 

가: 이렇게 빨리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 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하게 됐어요.

① 재입국  ② 조기 귀국

2) 

가: 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 출국이죠?

나: 네. 금요일에  나면 출국 준비하려고요.  

① 신고하고  ②  퇴사하고

3) 

가: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 아니요. 이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

① 가능해요  ② 면제돼요

4) 

퇴사하다       조기 귀국하다       출국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다       개인 사정이 생기다보기

1) 2) 3) 4)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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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퇴사하다  조기 귀국하다  출국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다  개인 사정이 생기다

정답   1. 1) 개인 사정이 생기다  2) 출국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다  3) 퇴사하다  4) 조기 귀국하다   2. 1) ②  2) ②  3) ②  4) ②

jpk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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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j; rgg we;=,aùfï wjir m; fõ' lshjd m%Yakj,g ms<s;=re imhkak'

by; kej; we;=,aùfï wjir b,a,sïm; yd fkd.e,fmk foh f;darkak'

we;=,aùfï wjir b,a,sïm; yd .e,fmkjd kï ◯ ,l=Ko fkd.,fmkjdkï X ,l=Ko fhdokak'

재입국 허가 동의서 
kej; rgg we;=,aùfï wjir m;

•업체명	iud.fï ku	:	고려식품

•주소	,smskh	:	충남	아산시	사장길	29	☎(041)	541-4567

•연수생	인적	사항	wNHdi ,dNshf.a f;dr;=re

성명	

ku

성별	

IA;%S MQREI 

NDJH

외국인	등록번호	

úfoaYslhka ,shdmÈxÑ lsÍfï 

wxlh

여권	번호	

ye÷kqïm;a wxlh

칸 남 890726-✽✽✽✽✽✽✽ E0246890

•재입국	사유 kej; we;=,aúug fya;=j	:	 부모님	병환으로	일시	출국합니다.		 	

	 	foudmshkaf.a frd a.dndOhla ksidfjka ;djld,slj ráka 

msgfjkjd'

•재입국	기간 kej; meñfKk ld,h 	:	 출국	예정일 ráka msgjk Èkh 	(2015.	05.	03)

	 			허가	기간	wjir ,efnk ld,h  (2015.	05.	03	~	2015.	05.	17)

대표자	: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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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재입국 허가 동의서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a Re-entry Permit form. Read the following and answer the question.

1. 위의 재입국 허가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① 칸 씨는 김철수 씨와 함께 출국을 해야 합니다. 

② 칸 씨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일시 출국을 합니다.

③ 칸 씨는 충남에 있는 고려 식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④ 칸 씨는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고향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2. 재입국 허가 동의서에 대한 내용으로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1) 허가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2) 근무지와 근로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3) 출국해서 가려는 장소의 주소를 밝힙니다. ◦    ×
4) 근무하는 업체 대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재입국 허가 동의서

• 업체명 : 고려 식품 

• 주 소 : 충남 아산시 사장길 29  ☎ ( 041 ) 541-4567

• 연수생 인적 사항 :

성       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여  권  번  호

칸 남 890726-******* E0246890

• 재입국 사유 : 부모님의 병환으로 일시 출국합니다.

• 재입국 기간 : 출국예정일(2015.05.03.)

                허가 기간(2015.05.03. ~2015.05.17.)

대표자 :        김철수        (인)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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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재입국 허가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2. 재입국 허가 동의서에 대한 내용으로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하세요.

재입국	허가	동의서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① 칸 씨는 김철수 씨와 함께 출국을 해야 합니다.

② 칸 씨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일시 출국을 합니다.

③ 칸 씨는 충남에 있는 고려 식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④ 칸 씨는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고향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1) 허가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2) 근무지와 근로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

3) 출국해서 가려는 장소의 주소를 밝힙니다.  ◦ ×

4) 근무하는 업체 대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정답   1. ①   2. 1) O  2) O  3) ×  4) O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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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lshd ia:dkh fjkia lsÍu

사업장	변경이란	/lshd ia:dkh fjkia lsÍu hkq

사업장 변경이란 일하고 있는 근무지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의 근로 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 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3회까지 허용합니다.

/lshd ia:dkh fjkialsÍu hkq oekg jevlrk ia:dkh fjkialsÍu fõ' úfoaYSh fiajlhka m<uqj jev wdrïN l, 

fiajd ia:dkfha È.gu jev lsÍu m%;sm;a;shla' kuq;a úfoaYsh fiajlhkag /lshd iïnkao;djh È.gu mj;ajdf.k 

hdu wmyiq kï úfoaYSh fiajlhkaf.a uq,sl udkj whs;sjdislï iqrlsñka f;jrla /lshd ia:dkh udrelsÍug wjir 

,nd§ ;sfnkjd'

사업장	변경	사유	/lshd ia:dkh fjkialsÍug fya;=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한 경우

  fiajd fldka;ard;a;=fõ ld, iSudj ;=< kS;Hdkql+, fya;=jla u; lïlre fldka;ard;a;=j wj,x.= lsÍug fyda /

lshd .súiqu wjika lsÍfuka miqj w¨;a lsÍu m%;slafIam lrk wjia:djloS'

2.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 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úfoaYSh fiajl j.lSu yereKq fldg we;sjk fya;=ka ksid jHdmdr fyda fiajd ia:dkfha jev lghq;= lrf.k 

hdug fkdyels ùu ksid /lshd yd lïlre wud;ahxYh fj; oekqï fokafka kï'

3.  상해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úfoaYSh fiajlfhl=  ;=jd,hla fyda Bg iudk fya;=fjka tu /lshd ia:dkfha jev lsÍug fkdyelsjk kuq;a 

fjk;a fiajd ia:dkhl jev lsÍug yels nj ikd; l< úg'

<참고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외국인 고용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jeäÿr lshùu ( /lshd ia:dkh fjkialsÍug bv ,ndfokak fya;= ^úfoYslhkaf.a lïlre ks;sh 25 jk j.ka;sh 1 jk fldgi 

n,d;aul lsÍfï wd{dj 30 jk j.ka;sh&

사업장	변경	절차 /lshd ia:dkh fjkialrk l%shdj,sh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지 관할 고용 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면 됩니다.

/lshd ia:dkh fjkialsÍug ;rï fya;=jla we;s úfoaYSh fiajlfhla jev .súiqu wjika ù udihla 

we;=,; /lshd ia:dk yd iïnkaO /lshd uOHia:dkhg jevlrk ;ek fjkialsÍfï b,a¨ïm;la 

bÈßm;a l, hq;=h' ui 3 we;=,; kej; /lshdjlg hd hq;=h'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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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jg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1~2]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eyeKq mqoa.,hd oeka fudkjo lrkafka@

 ① 근로계약 갱신  ② 근무지 변경 사유

 ③ 근로계약 만료  ④ 근무지 변경 신청

2. 남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msßñ mqoa.,hd l=ula .eko l;dlrñka isákafka@

 ① 휴업  ② 폐업

 ③ 폭언  ④ 폭행

l;djg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4~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남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msßñ mqoa.,hd l=ula .eko l;dlrñka isákafka@

 ① 근무 조건  ② 일시 출국

 ③ 조기 귀국  ④ 사업장 변경

5.  남자는 왜 근무지를 옮겼습니까?
 msßñ mqoa.,hd wehs fjk;eklg udre jqfha@

 ① 폭행 때문에 ② 폭언 때문에

 ③ 폐업 때문에 ④ 임금 체불 때문에

m%Yakhg ijka§ .e,fmk ms<s;=r f;darkak'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① 네, 사유를 이야기하세요.  ② 네, 표준 근로계약서를 내세요.

③ 네, 사증 발급 신청서를 내세요.  ④ 네,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내세요.

Track 177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yd 2 fyd|ska ijka oS .e,fmk ms<s;=r f;dark m%Yak fõ' ijkaoSug fmr 

m%Yak tla jrla lshjd n,kak'

wxl 3 .e,fmk ms<s;=r f;dark m%Yakh fõ' wxl 4 yd 5 fonig ijka§ m%Yakhg 

.e,fmk ms,s;=r f;dark m%Yakh fõ' weiSug fmr ms<s;=re mßlaIdlr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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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데요. /lshd ia:dkh fjkialrkak ´fka'

 남: 네, 서류는 이쪽에 제출하세요. yrs' ,shlsú,s fu;kg fokak'

2. 남: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어요.   

  iud.fï m%Yakhla we;sù jev ;djld,slj keje;ajqjd'

3. 여: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fm!oa.,sl fya;=jlau; ;djld,slj ráka msgùfï§ l,ska bÈßm;a l,hq;= f,aLk  ;sfío@

4-5. 남: 지난달에 근무지를 옮겼어요. .sh udifha fjk ;eklg udre jqkd'

  여: 계약 기간이 끝나서 옮긴 거예요? .súiqï ld,h wjika ù fjk;eklg udre jqkdo@

  남: 아니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문을 닫았어요.  

  keye' iud.fï ;;ajh wi;=gqodhl ù iud.u jid oeuqjd'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④  2. ①  3. ④  4. ④  5. ③

1. 여: 아딧 씨,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wÈ;aa uy;d úfoaYsl ye÷kqïm; kej; ,nd .ekSug wjYHhhs ta fjkqfjka fudlo lrkak ´fka@

 남: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저도 다시 발급받은 적이 있어요. 

   wd.uk ú.uk ld¾hd,hg f.dia whÿï l,d kï yrs' uu;a tfyu kej; ,nd.;a wjia:djla' 

;sfnkjd'

 여: 신분증이 없으니까 정말 불편한데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ye÷kqï m;la fkdue;s neúka wiSre;djka f.dvhs' whÿï lf,d;a blaukska ,nd .; yelso@

 남: 아니요, 신청을 하고 며칠 기다려야 돼요. 빨리 가서 신청하세요. 

  kE" whÿï lr ojia lsysmhla n,ka bkak fjkjd' blaukska f.dia whÿï lrkak'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④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여자가 남자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msßñhd .eyeKq mqoa.,hd fidhd wd fya;=j l=ulao@

 ① 신분증을 찾고 싶어서 ② 출입국사무소에 가고 싶어서

 ③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고 싶어서 ④ 신분증 재발급 방법을 알고 싶어서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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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사업주와 근로계약 종료 후 한 달 안에                      을/를 신청해야 합니다.

fiajd fhdaclhd yd .súiqu wjika ù udihla ;=, /lshd ia:dkh fjkialsÍug whÿï l,hq;=h'

     ① 계약 갱신  ② 계약 만료  ③ 근로계약  ④ 사업장 변경

2.

 

개인 사정으로                      을 할 때 재입국 허가 신청서에 사업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합

니다.

mqoa.,sl fya;=jla u; ;djld,slj ráka msgùfï§ kej; we;=,aùfï wjir b,ä ïm; fiajd 

fhclhdf.a leue;a; iu. bÈßm;a l,hq;=h'

     ① 재입국  ② 일시 출국  ③ 조기 귀국  ④ 근무지 변경

3.

 

사업장 변경                      에는 근로계약의 만료나 해지, 일하던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근로자

의 상해 등이 있습니다.

fiajd ia:dkh fjkial, yels fya;= w;r .súiqu wjika ùu fyda kej;a ùu iud.u jeiShdu 

fiajlhd ;=jd,ùu hkdÈh ;sfí'

     ① 기간  ② 사유  ③ 신고  ④ 신청

4.

 

가: 일시 출국 전에 허가를 받으면 다시 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가                      .

        ;djld,slj ráka msgùfï§ l,ska wjir ,nd we;akï kej; we;=,aùfï§ wjir b,a,Sug wjYH	fkdfõ'

나: 재입국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훨씬 편하겠네요.

    kej; we;=,aùfï wjir ,eîug wjYH ke;s ksid myiqhs'

     ① 등록돼요  ② 면제돼요  ③ 신고해요  ④ 제출돼요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4 olajd we;af;a .e,fmk jpkh f;dark m%Yak fõ' by; bf.k.;a 

jpk u;ala lr.ksñka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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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님의 병환 등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일시 출국을 할 때는 미

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동의서를 함께 받

아서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fldßhdfõ jev lrñka isák w;r;=r§ ;ukaf.a újdyhg fyda foudmshkaf.a wikSm ;;ajhlg 

;djld,slj ráka msgjkafka kï l,ska oekqïÈh hq;=h' whÿïm; bÈßm;a lrk úg fiajd fhdclhdf.

a leue;a;;a ,ndf.k bÈßm;a l,hq;=h'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eg¨jg ms<s;=re imhkak'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kej; we;=,aùfï wjir b,a,sïm; bÈßm;a lsÍfï§ wjodkh fhduq l<hq;= oE fudkjdo@

①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②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④ 결혼한 사람은 혼인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정답   1. ④  2. ②  3. ②  4. ②  5. ①

정답   1. ③   2. ①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한국에 온 지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지낼 만합니다.

fldßhdjg meñK wjqreoaola .; jqjd' m<uqj fldßhdfõ Ôj;a ùu wudre jQj;a oeka yqre ksid 

f,dl= wudrejla keye'

 ① 익숙하도록  ② 익숙하다가

 ③ 익숙해져서  ④ 익숙해지자

2.

 

사정이 생겨서 고향에 잠시 다녀와야 합니다. 오늘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했습니다.

l, hq;= jevla fhÿkq ksid állg .syska tkakhs yokafk' wo kej; rgg meñKsfï wjir 

b,a¨ï m;%h ,shd wd.uk ú.uk fomd¾;fïka;=jg Ndr Èh hq;=hs'

 ① 써서  ② 쓰지

 ③ 쓰게  ④ 써도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wxl 5 ;djld,slj we;=,aùu ms<sn| fPaohls' fyd|ska lshjd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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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 isàfï ld,h §¾> l, miq wksjd¾hfhkau jd¾;d l, hq;=hs

리한  투안	씨,	계약	연장했어요?	
 ;=wka uy;d .súiqu §¾> l,do@

투안  네,	지난달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했어요.	
 Tõ" .sh udifha .súiqï ld,h wjika ù kej; .súiqug w;aika l,d'

리한  그래요?	재계약을	하면	체류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we;a;o@ kej; .súiqug w;aikal, úg iajhxl%Shj /£ isàfï 

ld,h §¾> fjkjdo@

투안  그건	아니래요.	따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tfyu fjkafka keye' fjkuu /£ isàfï ld,h §¾> lsÍfï 

wjirh ,nd.; hq;=h'

리한  그렇군요.	그럼	연장	허가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tfyuo' tfykï §¾> lsÍfï wjir ;ju;a ,enqfka keoao@

투안  네,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용	지원	센터에	가	보려고	해요.	

  Tõ" /£ isàfï ld,h wjika ùug l,ska ,nd.;af;d;a m%udKj;a 

uu fldßhdjg weú;a wjqreÿ 3 lga jeä ksid fjkuu ms<sfh< 

l,hq;= ,shlsú,s álla ;sfnkjd¨' taksid wo /lshd wdOdr 

uoHia:dkhg hkak lsh,hs bkafka'

자동으로
iajhxl%Shj

따로
fjkuu

1.	투안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어떻게	했어요?  

				;=wka uy;d .súiqï  ld,h wjika jqk úg l=ulao isÿlf<a@

2.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언제까지	받아야	해요?
				/|S isàfï ld,h §¾> lsÍfï wjirh ljog fmr ,nd.; hq;=o@

정답   1. 계약을 연장했어요.  2. 체류 기간 만료 전까지 받으면 돼요.

대화 1  ixjdoh 1
Track 178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 isàfï ld,h §¾> lsÍfï l%shd mámdáh oek.

ekSu /£ isàfï fhda.H ;djh ,fjkiaùu wjfndaO 

lr.ekSu

□l%shdldrlï /£ isàfï ld,h §¾> lsÍfï whÿïm; iïmq¾K lsÍu

□	jpk Ndú;h ioyd Wmfoia  /£ isàfï ld,h §¾> lsÍu /£ isàfï fhda.H ;djh

□	ixialD;sl f;dr;=re	 /£ isàfï ld,h §¾> lsÍug whÿï lsÍu 

mqoa.,hka fofokd /£ isàfï ld,h §¾> lsÍu ms<sn|j l;dlrñka isá' 

kej; .súiqulg w;aika lrkjd kï iajhxl%Shj /£ isàfï ld,h §¾> 

fjkjdo@ uq,skau foni fojrla wid kej; lshkak'

fyd|ska ijkaoS wkq.ukh l,do@ tfia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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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하다
/£ isákjd

체류 가능 기간
/£ isáh yels ld,h

체류 기간
/£ isàfï ld,h

변경 가능 횟수
fjkial, yels jr 

.Kk 

연장하다
ld,h È.= lrkjd

체류지 입증 서류
kej;Su ikd: lrk 

,shlsú,s

자진 출국 각서
iafõÉPdfjka msg;a ùu

임대차 계약서
,sisx .súiqu

신원 보증서
wkkH;d iy;slh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서
/lshd lrk ld,h jeälsÍu  

i|yd b,a¨ïm;

구직등록필증
/lshd ,shdmÈxÑ lsÍfï iy;slh

어휘 1  jpk ud,dj 1 체류 기간 연장 /£ isàfï ld,h §¾> lsÍu

/£ isàfï ld,h §¾> lrk úg l=uk l%shd mámdáhlgla wkq.ukh l, 

hq;=o@ $l=uk ,shlsú,s wjYH fõo @/£ isàfï ld,h §¾> lsÍug iïkakaO 

jpk fudkjdoehs oek .ks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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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288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가: 체류 가능 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나: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이 따로 신청을 해요?

나: 아니요, 그건 일하는 근무지의 사업주가 신청해요.

가: 체류 기간  신청은 어디에서 해요?

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해요.

가: 체류지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등이 필요해요.

① 기간  ② 대상

① 계약  ② 취업 

① 연장  ② 취업

① 임대차 계약서  ② 자진 출국 각서 

1) 

2) 

3) 

4)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체류하다

연장하다

신원 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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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체류 가능                      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 isáh yels ld,h fldfyo ,sh,d ;sfhkafka

나: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úfoaYslhka ,shdmÈxÑ lsÍfï iy;slfha msgqmi ,sh, ;sfnkjd'

① 기간  ② 대상

2) 
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이 따로 신청을 해요? 
 ^ld,iSudj& È.= lsÍug n,dfmdfrd;a;= jk wh fjkuu whÿï lrkjdo@

나:  아니요, 그건 일하는 근무지의 사업주가 신청해요. 
 keye" th jevlrk ia:dkfha fiajd fhdaclhd úiska isÿlrkjd'

① 계약  ② 취업

4) 
가:  체류지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ld,iSudj iy;sllrK l=uk wdldrfha ,shlsú,s ;sfnkjdo@

나: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등이 필요해요. 
 mÈxÑ ia:dkh ikd: lrk l,anÿ iy;sl jeks ,shlsú,s wjYHhs'

① 임대차 계약서 ② 자진 출국 각서

3) 
가:   체류 기간                       신청은 어디에서 해요? 

 ld,h È.= lsÍu whÿï l,yelafla fldfya§o@

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해요. wd.uk ú.uk ld¾hd,fha§ isÿlrkjd'

① 연장  ② 취업

㉠ 체류하다

㉡ 연장하다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 foi n,d .e,fmk jpkh hd 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①

②

③

④

정답   1. ① ㉢  ② ㉠  ③ ㉣  ④ ㉡   2. 1) ①  2) ①  3) ①  4) ①

jpk foi fkdn,d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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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흐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	
 yTx uy;añhf.a l;dj .ek weiqkdo@

리한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
이던데요.	

  keye"  fudllao fj,d ;sfnkafka@ wo jevfmdf<a § 

olskak ,enqfk;a keye'

투안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	

  /£ isàfï fhda.H;djh ms<sn|j m%Yakhla we;sfp,d tl 

tl foaj,a úuiñka hkjd jf.hs'

리한  정말이요?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
  we;a;o@ .sh udifha .súiqu w¨;alf,a keoao@

투안  네,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Tõ .súiqu w;aikal,;a /£ isàfï ld,h È.= lsÍu fjkuu 

isÿ fkdlsÍu ksid kS;súfrdaë /£ isàula njg m;afj,d'

리한  그럼,	흐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
 tfykï yTka uy;d kej; ;ukaf.a rgg hd hq;=o@

투안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tfyu fkfuhs ov uqo,a jeämqr f.jkak isÿfõú' 

문제가	되다

m%Yakhla njg 

m;afjkjd

이것저것
tl fïl 

1.	흐엉은	왜	불법	체류자가	되었어요? 

 yTx uy;añh wehs kS;s úfrda§j /£ isákafkl= njg m;ajqfha@

2.	흐엉은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귀국해야	해요?
 yTx /£ isàfï iqÿiqlïj, m%Yakhla we;sù ;u rgg wdmiq hd hq;=o@

정답   1.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했어요.  2. 아니요, 벌금을 좀 내야 해요.

대화 2  ixjdoh 2
Track 179

fofofkl= úiska yTx uy;añhf.a f;dr;=rla ms<sn|j l;dlrñka isáhs'  

yTx uy;añh kS;s úfrdaêj /£ isákjdhehs mjikafka wehs@ uq,skau fonig 

fojrla ijka fokak'

fujr ;=wka uy;d yd ßyka uy;d njg m;aù wkq.ukh lrñka lshjkak' 

fyd|ska ijkaoS wkq.ukh l,do@  tfiakï my;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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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 isàfï iqÿiqlï

 

합법 체류
kS;suh /£ isàu

불법 체류
kS;s úfrdaê /£ isàu

체류 자격 외 활동
/£fï iqÿiqlï j,g wu;r 

l%shdldrlï

자격을 부여하다 
iqÿiqlu ,ndfokjd

자격을 획득하다
iqÿiqlu w;am;a 

lr.kakjd

자격을 변경하다
iqÿiqlu fjkia lrkjd

 

추방되다
fkrmd yßkjd

벌금을 내다
ov .ykjd

강제 출국을 당하다
nf,ka mqgqjy,a lrkjd

자진 출국하다
iaj leue;af;ka wdmiq 

hkjd 

체류	기간	연장이란? /£ isàfï ld,h jeälsÍu hkq

이전에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ñg fmr /£ isàug ysñjQ ld,hg Wmßufhkau Ndú;dlr ;jÿrg;a fldßhdfõ /£ isàug n,dfmdfrd;a;= 

jk úfoaYslhka /£ isàfï ld,h È.= lsÍfï wjirh ,nd.; hq;=h' 

체류	연장	가능	기간 /£ isàu §¾> l<yels l, isudj

고용 노동부에서 재고용 확인서를 받아오면 4년 1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lïlre wud;HxYfhka kej; Ndú;dlsÍfï wjir m;la ,ndf.k we;akï wjqreÿ 4 ui 10 lg fkdjeä 

ld,iSudjla ioyd /£ isàu §¾> l, yelsh'

Tip	체류 기간 연장 /£ isàfï ld,h jeälrkjd

어휘 2  jpk ud,dj 2 체류 자격 /£ isàfï iqÿiqlï 

/£ fï iqÿiqlï ,nd.kafka flfiao@ /£ fï iqÿiqlï j,g wod, l=uk jpk 

;sfíoehs fid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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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a;ekg .e<fmk m%ldYh f;dard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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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가: 체류 연장 신고를 어서 해야 하는데. 통 시간이 안 나네요.

나: 어서 하세요.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가 돼요. 

가: 취업하신 거죠? 증명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나: 취업  를 제출하면 될까요?

가: 스스로 신고한 거예요?

나: 네,  출국을 하면 재입국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가: 신청 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요.

나: 네, 날짜를 기억해야겠네요.

① 불법  ② 합법

① 신청서  ② 확인서 

① 강제  ② 자진 

① 기간  ② 대상 

1) 

2) 

3) 

4)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추방되다

벌금을 내다

자진 출국하다

강제 출국을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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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체류 연장 신고를 어서 해야 하는데. 통 시간이 안 나네요. 

      /£ isàfï ld,h È.= lrkak wjYH jqj;a fj,djla keyefka'

나:  어서 하세요.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가 돼요. 

     blaukg lrkak /£ isàfï ld,h wjikajqfkd;a kS;súfrdaë /£ isàula fjkjd'

① 불법  ② 합법

2) 
가:   취업하신 거죠? 증명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lshdjl fidhd.;a;d fkao@ th Tmamql,yels ,shlsú,s fokak'

나:  취업                      를 제출하면 될까요? /lshdjg nojd.;a ,smsh ;sfnkjd kï yß fkao@

① 신청서 ② 확인서

3) 
가:   스스로 신고한 거예요? ;ksju meñKs,s l,do@

나:  네,                       출국을 하면 재입국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Tõ 'ráka msgjqfkd;a kej; rgg we;=,aùfï§ m%fhdackj;a fjkj¨' 

① 강제  ② 자진

4) 
가:   신청                      이 지나서 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요. 

     whÿï l, hq;= ld,h wjika ù whÿï lrkúg ov f.ùug isÿfõ'

나:  네, 날짜를 기억해야겠네요. Tõ'Èkh u;l ;nd.kak ´fka'

① 기간  ② 대상

㉠ 추방되다

㉡ 벌금을 내다

㉢ 자진 출국하다

㉣ 강제 출국을 당하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e,fmk jpkh hd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①

②

③

④

정답    1. ① ㉡  ② ㉠  ③ ㉣  ④ ㉢   2. 1) ①  2) ②  3) ②  4) ①

jpk foi fkdn,d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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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a uy;df.a /£ isàu §¾> lrk whÿïm; fõ' fyd¢ka lshjd m%Yakj,g ms<s;=re imhkak'

신 청 서 (신 고 서) 
whÿïm;

업	무	선	택	/lshd f;dard.ekSu

①	외국인	등록	úfoaYslhka ,shdmÈxÑ lsÍu	 

②	등록증	재발급	,shdmÈxÑ iy;slh kej; kql=;a lsÍu	 

③	체류기간	연장	허가	/£ isàfï ld,iSudj jeälsÍug b,a,Su	

④	체류기간	변경	허가	/£ isàfï ld,h fjkia lsÍug b,a,Su	 

⑤	체류자격	부여	/£ isák iqÿiqlï b,a,Su	 

신청기간

whÿï lrk ld,h

2015년	3월	21일

2015'3'21

공용란	ld¾hd,Sh m%fhdackh i|yd

기본사항

uq,sl lreKq  

최초	입국일

rgg we;=,a 

úhyels 

m<uq Èkh 

2012.	4.	1

체류	자격

/£ isàfï 

iqÿiqlu 

E-9	비전문	
취업

E-9 jD;a;Sh 

fkdjk /

lshdj

체류	기간

/£ isàfï 

ld,h

2013.	4.	1	-	2015.	3.	27

2013' 4' 1- 2015' 3' 27

접수사항

whÿï lsÍu 

접수	일자

,enqKq Èkh
2015.	3.	21

접수	번호
,shdmosxÑ 

wxlh

201511010

비고

fjk;a 

f;dr;=re  

허가사항
wjirh 

허가	일자
wjir 

,ndÿka 

Èkh

2015.	3.	22

허가	번호
wjir 

,ndÿka 

wxlh

310125226

체류	자격
/£ isàfï 

iqÿiqlu

E-9

체류	기간
/£ isàfï 

ld,h

1년	10개월
jirhs udi 

oyhhs

결제

f.ùï

담당	

úIh Ndr 

mqoa.,hd

계장	

myiqlï 

imhkakd

과장	

fldgi Ndr 

mqoa.,hd

국장	

wOHlaIl

소장	

wOHlaIl 

가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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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투안 씨의 체류 연장 허가 신청서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uan’s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1. 위 신청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① 투안 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② 투안 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③ 투안 씨는 2015년 4월에 고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④ 투안 씨는 2012년 4월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신  청  서 (신  고  서)
APLICATION FORM (REPORT FORM)

업    무    선    택    SELECT APPLICATION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①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기본사항
최초

입국일
2012. 4. 1

체류

자격
E-9 비전문취업

체류

기간
2013. 4. 1 ~ 2015. 3. 27

접수사항
접수

일자
2015. 3. 21

접수 

번호
201511010 비고

담  당 계  장 과  장 국  장 소  장

허가사항
허가

일자
2015. 3. 22

허가

번호
310125226

체류 

자격
E-9

체류

기간
1년 10개월

결재

② 등록증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④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⑤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2015 년(years)             3 월(months)            21 일(days)  
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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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투안 씨의 체류 연장 허가 신청서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following is Tuan’s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 Read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1. 위 신청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① 투안 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② 투안 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③ 투안 씨는 2015년 4월에 고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④ 투안 씨는 2012년 4월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신  청  서 (신  고  서)
APLICATION FORM (REPORT FORM)

업    무    선    택    SELECT APPLICATION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①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기본사항
최초

입국일
2012. 4. 1

체류

자격
E-9 비전문취업

체류

기간
2013. 4. 1 ~ 2015. 3. 27

접수사항
접수

일자
2015. 3. 21

접수 

번호
201511010 비고

담  당 계  장 과  장 국  장 소  장

허가사항
허가

일자
2015. 3. 22

허가

번호
310125226

체류 

자격
E-9

체류

기간
1년 10개월

결재

② 등록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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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씨의 체류 연장 허가 신청서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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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안 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③ 투안 씨는 2015년 4월에 고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④ 투안 씨는 2012년 4월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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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씨의	체류	연장	허가	신청서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by; whÿïm; yd fkd.e,fmk fhÿï f;darkak'

1. 위 신청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① 투안 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② 투안 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③ 투안 씨는 2015년 4월에 고향에 돌아가야 합니다.

④ 투안 씨는 2012년 4월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정답   1. ③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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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연장 신청 
/£ isàfï ld,h §¾> lsÍug b,a,Su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절차도	/£ isàfï ld,h §¾> lsÍug wjir ,nd§fï l%shd mámdáh 

신청인 신청시기

-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	서류

-	수수료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

심사

허가 불허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		여권에	근무처변경			

추가허가인	날인

-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	이유	고지

whÿï lrkakd
whÿï l,hq;= ld,h

/£ isàfï ld,h wjikajk Èkg fmr

/£ isàfï ld,h §¾> lsÍug whÿï l<yels ia:dk

wd.uk ú.uk fomd¾;fïka;=j ke;akï YdLd ld¾hd,h weñKsh hq;= ,sms f,aLk

- /£ isàfï ld,h §¾> lsÍfï whÿïm; 

- úfoaY .uka n,m;%h

- úfoaYslhka ,shdmÈxÑ lsÍfï wjir m;%h

- /£ isàfï iqÿiqlu wkqj weñKsh hq;= ,sms 

f,aLk

- .dia;=j

mÍlaIKh

wjirh wjir ,nd fkd§u

- úfoaY .uka n,m;%fha /lshd ia:dkh 

udre lsÍug w;sf¾l wjir ,nd§u

- úfoaYslhka ,shdmÈxÑ lsÍfï wjir m;%fha 

wjir ,nd§ï

wjir ,nd 

fkd§ug fya;=j 

oekqï§u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기간	/£ isàfï ld,h §¾> lsÍug  whÿï l, hq;= ld,h

현재의 체류 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oekg ,nd§ ;sfnk ld,iSudj wjikaùug udi follg fmr isg ld,h wjika jk Èkh w;r;=r whÿïl< hq;=h' 

ld,h wjika jQ miq §¾> lsÍug whÿï lrkafka kï thg ov uqo,a f.ùug isÿfõ'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방법	/£ isàfï ld,h §¾> lsÍug whÿï lrk wdldrh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당일 본

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uka úiska ke;akï ;ukaj ksfhdackh lrk flfkl= úiska tu m%foaYhg wod, wd.uk ú.uk ld¾hd,hg f.dia 

wjYH ,shlsú,s ms<sfh, lr whÿï l,hq;=h' ;jo whÿï lrk Èk whÿï lrkakd rg;=, /£ isáh hq;= fjkjd'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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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oa ijka § l=ula iïnkaO ixjdohlao hkak f;darkak'

[2~3]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2. ① 신청 기간  ② 신청 대상

 ③ 체류 기간  ④ 취업 기간

3. ① 강제 출국  ② 불법 체류

 ③ 자진 출국  ④ 합법 체류

tlu l;djg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 isàfï ld,h §¾> lrkjd kï l=uk ia:dkhg hd hq;=o@

 ① 공항  ② 고용센터

 ③ 현지 사무소  ④ 출입국 관리사무소

5.  여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eyeKq mqoa.,hd fkdmejiqj foh l=ulao@

 ① 취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②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돼요.

 ③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④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l;djg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1.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eyeKq mqoa.,hd oeka fudkjo lrñka isákafka@

① 외국인 등록  ② 체류 기간 연장

③ 사업장 변경 신청  ④ 재입국 허가 신청

Track 180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fonig ijka§ m%Yakj,g .e,fmk ms<s;=r f;dark m%Yakhla fõ' wxl 

2 yd 3 l=uk wka;¾.;hla o hkak f;dark m%Yak fõ' ijkaoSug fmr jpk 

fyd¢ka tla jrla lshjd n,kak'

wxl 4 iy 5 fonig ijka§ m%Yakhg .e,fmk ms<s;=r f;dark m%Yak fõ' 

ijkaoSug fmr ms<s;=r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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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여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fï /£ isàfï ld,h §¾> lsÍfï whÿïm; yd úfoaY .uka n,m;%h " úfoaYslhka ,shdmÈxÑ 

lsÍfï ye÷kqï m; fõ'

 남: (서류 넘기는 소리, 잠시 후) 네, 접수되셨고요. 심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sms f,aLk ndrfok Yíoh állg miq& Tõ" ,sms f,aLk ndr.;a;d ' állska l:dlrkakï'

2. 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최대 5년입니다.  

úfoaYSh fiajlfhl=g kï rg ;=, /£ È isáh yels Wmßu ld,iSudj wjqreÿ 3 isg 5 olajd fõ'

3. 여: 체류 기간이 만료하는 등 체류 자격이 없이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 isàfï ld,h wjikaùu yd /£ isàug wjir fkdue;sj /£ isàu ms<sn|j l;dlrhs'

4-5. 남: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 isàfï ld,h §¾> lr.kak ´fka

 여: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취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

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돼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돼요.  

  wd.uk ú.uk ld¾hd,hg meñKs,s lr wjir ,nd.; hq;=h' /lshd ld,h §¾> lsÍug 

whÿïlr  ;SrKhla ,nd.kak' /£ isàfï ld,h §¾> lsÍug wjir fkd,nd jev lrkjd kï 

th kS;súfrdaë l%shdjla jk w;r nf,ka ráka msgqjy,a lsÍug yelsh'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③  3. ②  4. ④  5. ④

1. 여: 안녕하세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고 왔는데요.

  wdhqfndajka /£ isák ld,h È.= lr .ekSu i|ydhs meñKsfha

 남: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 가지고 오셨어요? 

  /£ isák ld,h È.= lr .ekSug wjYH b,a¨ï m;%h iy .=jka .uka n,m;%h /f.k meñKshdo@

 여: 여기 있어요. fï ;sfhkjd'

 남: 네, 접수됐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Tõ" ish,a, jd¾:d lr.;a;d' mÍlaId lr n,d weu;=ula ,nd fokakï'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ÿrg;a jk wNHdi Y%jK msgm; 

정답   1. ③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j,g .e,fmk ms<s;=re f;darkak'

 여자가 남자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msßñhd .eyeKq mqoa.,hd fidhd wd fya;=j l=ulao@

 ① 체류 기간을 몰라서 ②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③ 한국에 더 체류하려고 ④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해서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L-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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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

에 허가 사항을 적어 줍니다.

wd.uk ú.uk ld¾hd,hg whÿï m; mqrj,d" mÍlaId lsÍula ,nd .;a;d' wjir ,efnkjd kï 

úfoaYSh yeÿkqï mf;a wjir lreKq ,sh,d fokjd' 

     체류 연장 절차가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 isàfï ld,h §¾> lr .ekSfï l%shdj,shla fkdjk ms<s;=r f;darkak'

     ① 심사를 받아요.   ② 신청서를 작성해요.

     ③ 신청서를 접수해요.  ④ 등록증 허가를 받아요.

5.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체류 기간 만료일 전까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를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 isàfï ld,h §¾> lr .ekSug kï /£ isàfï ld,h wjika ùug fmr /£ isàfï ld,h §¾> 

lr .ekSfï whÿï m;" .=jka .uka n, m;%h" úfoaYSh yeÿkqï m;" .dia;= iQodkï lr ;ìh hq;=hs'

     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by; m%ldYh iuÕ fkd.e<fmk ms<s;=r f;darkak'

     ① 수수료가 듭니다.   ②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③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신청 기간은 만료일 다음날까지입니다.

[4~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m%Yakh i|yd ms<s;=re imhkak'

   58과_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295

EPS-TOPIK 읽기

1.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① 추방됐어요. ② 벌금을 냈어요. 

 ③ 자진 출국했어요. ④ 자격을 변경했어요.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 외 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고용 ② 신청  ③ 연장 ④ 활동

3. 체류 기간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야합니다. 

① 연장하려면 ② 심사하려면 ③ 허가하려면  ④ 추방되려면

[4~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4.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에 허가 사항을 적어 줍니다.

체류 연장 절차가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① 심사를 받아요.   ② 신청서를 작성해요.

③ 신청서를 접수해요.  ④ 등록증 허가를 받아요. 

5.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체류 기간 만료일 전까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① 수수료가 듭니다.   ②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③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신청 기간은 만료일 다음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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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 외                 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úfoaYSh lïlrejka /£ isàug iqÿiq l%shdldrlï j,g msáka hula  lrkak l,ska wksjd¾fhkau 

^oekqï§u& l, hq;=hs'

     ① 고용  ② 신청  ③ 연장  ④ 활동

3.

 
체류 기간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야합니다.

/£ isàfï ld,h ^§¾> lr .ekSu i|yd& wd.uk ú.uk ld¾hd,hg hd hq;=hs'

     ① 연장하려면  ② 심사하려면  ③ 허가하려면  ④ 추방되려면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① 추방됐어요.  ② 벌금을 냈어요.

③ 자진 출국했어요.  ④ 자격을 변경했어요.

정답   1. ①  2. ④  3. ①  4. ④  5. ④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mska;+r n,d ksjerÈ m%ldYh f;dark m%Yakhla jk w;r wxl 2 isg wxl 3 

olajd we;af;a ksjerÈ jpkh f;dark  m%Yak fõ' fmr bf.k.;a oE isys lrñka 

m%Yakj,g ms<s;=re imhkak'

wxl 4 isg wxl 5 olajd we;af;a /£ isàfï ld,h §¾> lr .ekSu iïnkaOfhka 

jk fþoh lshjd ms,s;=re imhk m%Yak 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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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회사에 일이 많아져서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을/를 뽑기로 했습

니다.

wdh;kh ;=, jev f.dvla ;sfnk ksid jev lrk mqoa.,hka ;j;a wjYHhs' ta ksid  kj 

^fiajlhka& f;dard .kakg ;SrKh l<d'

 ① 사장  ② 친척

 ③ 직원  ④ 친구

2.

 

일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장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반장님

께서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jevlrñka isáoa§ ^iuyr úg& fkdokakd fohla ;sfnkjd kï l<uKdldß;=udf.ka weiqjd 

kï yß' tfia lf,d;a l<uKdldß;=ud fyd¢ka lsh,d foaú'

 ① 어서  ② 별로

 ③ 혹시  ④ 설마

3.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úfoaYSh lïlrejka fldßhdfõ fyd¢ka$ia:djr f,i Ôj;a ùug Woõ fjk wOHdmk 

jevigyka we;' whÿï lf,d;a ^/£ isák ld,h olajd& ldg jqjo wOHdmkh ,nd .; yel'

 ① 체류하지만  ② 체류하는 동안

 ③ 계획하지만  ④ 계획하는 동안

4.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

/£ isák ld,h È.= lr .ekSug kï wd.uk ú.uk ld¾hd,hg /£ isák ld,h È.= lr 

.ekfïS b,a¨ï m;%h Èh hq;=h' kuq;a /£ isák ld,h l,a bl=;a ùug fmr whÿï ^l, hq;=hs&'

 ① 해야 합니다  ② 하고 있습니다

 ③ 받아야 합니다  ④ 받고 있습니다

확장 연습 ;jÿrg;a jk wNHdi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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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한국어 표준교재

산업 안전 Ⅰ
Industrial Safety Ⅰ

59

어휘 1 산업 안전표지 Industrial safety signs and symbols

출입금지 보행금지 금연 화기금지
No entry No pedestrians No smoking No open fi re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독 물질 경고
Warning: fl ammable material Warning: oxidizing Warning: explosive Warning: acute toxic

방사선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Warning: radioactive Warning: high-tension electricity Warning: hanging objects Warning: falling objects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위험 장소 경고
Warning: high temperature Warning: low temperature Warning: loss of body balance Warning: hazardous site 

학습 목표  산업 안전표지 익히기 To master industrial safety signs and symbols,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To master manufacturing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어        휘  산업 안전표지 Industrial safety signs and symbols,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Manufacturing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정보ㆍ문화 직업병 Occupation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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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we;=,aùu ;ykï

보행금지
weú§u ;ykï

금연
ÿïîu ;ykï

화기금지
.sks weú,ùu ;yk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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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 경고
.sks weúf,k iq¿ o%jH 

wk;=re weÕúu 

방사성 물질 경고
úlsrK YS,s o%jH 

wk;=re weÕùu

산화성 물질 경고
Tlaisldrl o%jH wk;=re 

weÕùu

고압 전기 경고
wê)fjda,aàh;d úÿ,s 

wk;=re weÕùu

폭발성 물질 경고
mqmqrK o%jH wk;re 

weÕùu

매달린 물체 경고
t,af,k o%jH wk;=re 

weÕùu

급성독 물질 경고
úI o%jH wk;=re weÕùu

낙하물 경고
o%jh jeàfuka wk;=re 

weÕù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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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경고
wêl WIaK;ajh wk;=re 

weÕùu

저온 경고
wvq WIak;ajh wk;=re 

weÕùu

몸균형 상실 경고
YÍrfha iunr;djh 

ke;sùu ms<sn| wk;=re 

weÕùu

위험 장소 경고
wk;=reodhl  ia:dkh 

wk;=re weÕùu

59 산업 안전Ⅰ
ld¾ñl iqrlaIs;Ndjh I

어휘 1  jpk ud,dj 1 산업 안전 표지 ld¾ñl wdrlaIK i,l=Kq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ld¾ñl wdrlaIK i,l=Kq y÷kd .kak" 

ksIamdokhg iïkakao wdrlaIk Wmfoia  y÷kd 

.kak'

□	jpk Ndú;h ioyd Wmfoia  ld¾ñl wdrlaIK i,l=Kq , ksIamdokhg iïNkao 

wdrlaIk Wmfoia

□	ixialD;sl f;dr;=re	 jD;sh ksidfjka we;sjk frda.dndO

my; oelafjkafka ld¾udka;Yd,d wdrlaIK i,l=Kq iïNkaO úúO fhÿï 

fõ'l=uk fhÿï ;sfíoehs bf.k .ks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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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선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fl,ska p,kh jk WmlrK w;r isrùu 

(2) 회전부와 고정물체 사이에 끼임 
 lrlefjk fyda tlsfklg iújk WmlrK w;r isrùu

(3) 두 회전체의 물림점에 끼임 
 lrlefjk frdao folla w;r isrùu

(4) 회전체 및 돌기부에 감김 
 lrlefjk fldgia yd fkrd ;sfnk fldgiaj, t;Su

(5) 인력 운반, 취급 중인 물체에 끼임 
 ñksiqka úiska Tijdf.k hk foaj,a bfí yeisrjk foaj,a w;r isrùu

끼임 재해 w;r isrùu ksid isÿjk wk;=re

어휘 2  jpk ud,dj 2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ksIamdok iqrlaIs;;djh ms<sn| Wmfoia 

my; oelafjkafka ksIamdok wdrlaIK i,l=Kq iïkakaO úúO fhÿï fõ' 

l=uk fhÿï ;sfíoehs fid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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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 사다리에서 넘어짐 mäfm<ska bksuf.ka weo jeàu

(2) 바닥에서 미끄러짐,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siaid ìu jeàu fmd<j u; ^fkrd& we;s foaj,a j, .eà ìu jeàu

(3) 운송수단, 설비에서 넘어짐 m%jdykfhka  ^jdykfhka& WmlrK j,ska ìug jeàu

(4) 물체의 넘어짐 wuqo%jH ìug jeàu ^wuqo%jH YÍrh u;g jeàu&

넘어짐 재해 weojeàu u.ska isÿjk wk;=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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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에 의한 부딪힘 
 ñksiqka tlsfkl .eàu

(2) 고속 회전체 등에 부딪힘 
 fõ.fhka lrlefjk fldgia j, .eàu

(3)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에 부딪힘 
 ìu frda,a úhyels foaj,aj, .eàu

(4) 흔들리는 물체에 부딪힘 
 fi,fjk foaj,aj, .eàu

(5) 취급사용 물체에 부딪힘 
 Ndú;dlrk fyda yiqrjk foaj,a j, .eàu

(6) 차량 등과의 부딪힘 
 jdyk hkdÈfha .eàu

부딪힘 재해 .eàfuka isÿjk wk;=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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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량물 운반 시 맞음 nr foaj,a Tijd m%jdykfha§ weÕg jeàu

(3) 내압을 받는 용기부품에 맞음
      wêl wNHka;r mSvkhla iys; nyd¨ul 

fldgila úisù weÕg je§u

(4) 보관된 부품에 맞음 
     ^.nvdfõ& .nvd l/;s fldgila weÕg jeàu

맞음 재해 úisù weÕg je§u u.ska isÿjk wk;=re

(2) 연삭기, 선반, 원심기 가공물에 맞음 
     .%hskavrfha  ,shjk mÜg,fha lrlefjk fldgi úisù weÕg j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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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온, 고압 물이 비산 
    wêl WIaK;ajhla iys; wêl mSvkhla 

iys; c,h úisùu 

(2) 교류아크용접 작업 중 감전 
 fj,aäka jev lrk w;r;=r§ úÿ,s ier je§u

(3) 지붕수리 중 떨어짐 
  jy,h w¨;ajeähd lrk w;r;=r§ jy,fhka 

ìug jeàu

(4) 저장탱크 주유 중 화재 
 bkaOk gexlshg bkaOk mqrjkúg .sks weú,Su

(5) 에어조끼에 화상 
 jdhq celÜgqj ms<siaiSu

기타 재해 fjk;a wk;=re

http://www.slideshare.net/iglassbox/safety-education-for-migrant-workers-in-koreaeng 참고함. 

(6) 연료통 절단 중 폭발 
 bkaOk fi,h lmkúg mqmqrd h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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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jD;a;Sh ^ksidfjka we;sjk frda.dndO&

직업병이란?	jD;a;Sh ^ksidfjka we;sjk frda.dndO hkq&@

직업성 질환은 근로자의 질병이 "직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말합니

다. 직업성 질환은 작업에서 노출되는 유해 인자에 의해 발생되는 전

형적인 직업병과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되지만 직업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는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jD;a;Shuh frda.dndO hkq lïlrefjl=f.a frda.uh ;;ajh  jD;a;Shuh fya;=jla 

ksidfjka yg.kakd ,oaola f,i w¾: oelafõ' jD;a;Shuh frda.dndO /lshd 

ia:dkfha§ ydkslr foaj,aj,g ksrdjrkh ùu ksidfjka úfYaI jD;a;Sh frda.dndO 

we;sjk w;r jD;a;Shuh fkdjk fya;= ksid we;s ú ;sfnk  frda.dndOhla jqj;a 

jD;a;Sh ksidfjka W.% jq frda.dndOhla f,i j¾. l, yelsh'

소음성	난청 lka weiSu ÿ¾j, ùu

소음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청력이 손실되는 소음성 난청

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명, 스트레스 증가, 면역체계 변화 등

이 발생하여 작업 능률이 저하되거나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유

발할 수도 있습니다.

wLKavj Yíohg  ksrdjrKh ùu ksid lk weiSu ÿ¾j, úhyels w;r we;eïúg 

iïmq¾Kfhkau lk fkdweis hdugo mq¨jk' Bg wu;rj lka l=rel=rejdj" wd;;sh" 

m%;sYla;SlrK moaO;sfha fjkialï hkdÈh we;súh yels w;r jev lsÍfï§ 

ld¾hlaIu;dj wvqúu fyda fkdie<ls,a, ksid yÈis wk;=reo we;súh yel'

방사선에	의한	건강	장해 úlsrK ksid isÿjk fi!LHh Wjÿre

방사선에는 발생 에너지가 물체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전리 방사선과 

에너지 수준은 낮으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 건강상 나쁜 

영향을 발생할 수 있는 비전리 방사선이 있습니다. 전리 방사선 노출에  

의한 장해로는 백혈병,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뼈암, 피부암 등이  

있습니다.

úlsrK LKavh ;=, whkSlrK fkdjk úlsrK yd whkSlrKh jk úlsrK ;sfí' 

whkSlrKh fkdjk úlsrK u.ska W;amdokh lrk ,o Yla;sh u.ska hï jia;=jla  

whkSlrKh l< yels w;r whkSlrK jk úlsrK j, Yla;s uÜgï wvq jqjo 

ksrka;r yd kej; kej; ksrdjrKh ùu fya;=fjka wys;lr fi!LHh ;;ajhka 

we;s úh yel' whkSldrl  jk úlsrKj,g ksrdjrKh ùfuka we;s jk frda.dndO 

f,i ,shqflañhdj" ;hsfrdhsâ ms<sld" mshhqre ms<sld" fmky¿ ms<sld" wia:s ms<sld iy 

ifï ms<sld oelaúh ye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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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산업 안전 Ⅱ
wdrlaIl wdïmkak me<£u

근로자는 안전대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fiajlhd wdrlaIl máh ksjerÈ 

f,i me<o isào@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wdrlaIl máh iúlr ;sfnk 

wdldrh wdrlaIs;o@

근로자간 의견 교환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fiajlhka  w;r woyia 

yqjudrej m%udKj;a muKska 

isÿfjñka mj;skjdo@

확인조립도에 따라 조립되고 

있는가?

wkqu; tl,ia lsÍfï ie,iqug 

^legf,d.a tlg & wkqj tl,ia 

lrñka isào@

거푸집 동바리 붕괴 위험은 

없는가?
wdlD;sh ì| jeàfï wjodkula 

;sfío@ 

거푸집 동바리 설치·해체 순서는  

준수되고 있는가?
wdlD;sh iúlsÍfï .e,ùfï wkqms<sfj, 

ksjerÈj wkq.ukh lrñka isào@

상하부동시에 작업이 진행되

고 있지는 않은가?
by< iy my< jev tlg isÿfjkjd 

fkdfõo@

자재 운반(받아치기) 작업시 

추락 방지 조치는 적정한가?
NdKav m%jdykh lsÍfï§ ^,nd.

ekSfï§& jeàï je<elaùug f.k 

;sfnk mshjr m%udKj;ao@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구조 검

토 및 조립도는 작성되었는가?
wdlD;sh ms<sn|j jHqyhuh iólaIKh 

yd tl,ia lsÍfï ie,iqu igyka 

lr.;a;do@

거푸집 작업 wÉpq j,ska lrk jev

어휘 1  jpk ud,dj 1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f.dvke.s,s bÈlsÍï l¾udka;hg iïNkaO wdrlaIl Wmfoia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f.dvke.s,s bÈlsÍfï l¾udka;hg iïkakaO 

wdrlaIl Wmfoia y÷kd.kak

□	jpk Ndú;h ioyd Wmfoia  f.dvke.s,s bÈlsÍï l¾udka;hg iïNkaO 

wdrlaIl Wmfoia 

□	ixialD;sl f;dr;=re	 	jD;sh ksidfjka we;sjk frda.dndO 

je,elaùu

f.dvke.s,s bÈlsÍfï  l¾udka;hg iïnakaO l=uk wdrlaIl Wmfoia ;sfíoehs 

fidhd n,uq'  tfiakï wÉpq j,ska lrk jev" fodUlr j,ska lrk jev" hlv 

jev" fldkal%SÜ jev" jdfka jev" .,a we,a,Su yd lmrdre jev" ;Ska; wdf,am 

lsÍu hkdÈh lrk úg ms<smeÈh hq;= wdrlaIl Wmfoia ms<sn|j fidhd n,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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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작업 fodUlr j,ska lrk jev

양중기의 인양 능력 대비 갱폼의 

중량에 대한 안전성은 사전에 검

토되어 있는가?
fodUlrhg tiúh yels nrg idfmalaIj 

wdrlaId iys;  nr m%udKhla tiùug 

ie<iqïlr ;sfíoehs l,ska mßlaIdlr 

ne¨fõo@

갱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

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fodUlrfha wdlD;sh ^iúlr we;s 

wdldrh& wdrlaId iys;o@

작업 방법 및 작업 순서는 

준수하고 있는가?
wdlD;sh iúlsÍfï .e,ùfï 

wkqms<sfj, ksjerÈj wkq.ukh 

lrñka isào@

갱폼 안전 조치

- 단부 안전난간 설치

- 수직 보호망 설치

- 진·출입 통로 확보

- 갱폼간 연결 통로 및 수직 사다리 설치
fodUlrh wdrlaIs;j l%shd;aul lsÍu

- wjika wdrlaIl jeg iúlsÍu

- isria wdrlaIK oe,a iúlsÍu

- wdrlaIs; we;=,a jk yd msgjk ia:dk 

-   fodUlr w;r iïNkaO jk ia:dk msysgqùu yd 

isria bKsu. ia:dmkh lsÍu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는가?
ix{d iúlr ;sfío@

양중기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는가?
ia:djrj ;sfnk wjia:dfõ§ 

iúlsÍu" .e,ùu isÿlrñka 

isákjdo@j368

강풍 등 외력에 대하여 충분

히 안전한가?
;o iq<Õla jeks Ndysr n,fõ.

hlska m%udKj;a f,i wdrlaIs;o@

갱폼 내외부 진·출입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fodUlrhg we;=,ajk yd msgjk 

fodrgq wdrla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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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작업 ^wdlD;sh& Yla;su;a lsÍfï jev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바르

게 착용하고 있는가?
fiajlhka ;u;ukaf.a wdrlaIs; 

WmlrK ksjerÈj Ndú;d lrkjdo@

작업 발판은 안전한 구조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안전 난간 설치

- 작업 발판 설치

- 발끝막이판 설치 철근의 전도 방지 

위험은 없는가?
jevlrk m,xÑh wdrlaIs;j iúlr ;sfío@

- wdrlaIs; jegj,a ia:dmkh lsÍu

- jevlrk m,xÑ iúlsÍu

-  mdoh ;nk fldgiska wk;=rlaùfï 

wjodkula keoao@

-  jevfmd< wjg ilialr we;s wdldrh 

i;=gqodhlo@

작업장 주변의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jevfmd< wjg ilialr we;s 

wdldrh i;=gqodhlo@

철근에 찔릴 위험은 없는가?
hlv nd¾ tfla weksfï wjodkula 

keoao@

작업 발판은 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jev m,xÑh wdrlaIs;j iúlr ;sfío@

철근 조립 작업 장소까지 철

근 운반 방법은 안전한가?
jdfka jevlrk ia:dkhg jdfka 

nd¾ m%jdykh lsÍu wdrlaId iys;o@

철근 가공 작업 중 철근 절단

기 또는 절곡기와 관련하여 

재해 위험은 없는가?
jdfka jev lsÍfï§ jdfka lemSfï§ 

fyda jdfka ú§fï§ wk;=re we;sùfï 

wjodkula ;sfío@

철근의 넘어짐 방지 위험은 

없는가?
jdfka nd¾ ìug jeàfï wjodkula 

fkd;sfío@

작업 발판 없이 철근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jev m,xÑhla fkdue;sj jdfka nd¾ 

tfla t,a,S jevlrkjd fkdfõ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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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fldkal%SÜ 

고압 가공 전선에 접촉될  

위험은 없는가?
wê fjd,aáh úÿ,s jh¾ iuÕ 

iïnkaO ùfï wjodkula ;sfío@

벽체-기둥-보-슬래브-거푸집 동바

리 조립도에 의해 조립되었으며 콘

크리트 타설 시 이상 유무를 감시하

고 있는가?
ì;a;s" l=¿Kq" ìï" ia,eí hk wkqms<sfj,g 

ilialr ;sfío@ fldkal%SÜ oeuqúg 

úIu;djhla ;sfíoehs mßlaIdlrñka isào@

콘크리트 타설 중 비산물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가?
fldkal%SÜ ouk w;r;=r§ ñY%Kfha 

wkjYH foaj,a yuq fkdfõo?

설치신호수는 배치되어  

있는가?
ix{d lsÍug lsisfjla isào@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에 의해 

조립되었으며 콘크리트 타설 시 

이상 유무를 감시하고 있는가?

-감시자 배치
tl,ia lsÍfï uq,dlD;shg wkqj 

fldkal%SÜ w;=rk úg widudkH;djhla  

ksÍlaIKh lrñka isákafkao@ 

-wëlaIljreka  ia:dk.; lsÍu

콘크리트 펌프카의 넘어짐 

위험은 없는가?

-지반 침해방지

-아웃리거
fldkal%SÜ fmdïm ld¾ tl fmr<Sfï 

wjodkula ;sfío@

- Nqñh úkdY ùu je<elaùu

- fld,a,Ej iúlsÍu

콘크리트 타설 배관 경로는 

적정하며 안전한가?
fldkal%SÜ /f.khk k, ud¾.h  

wdrlaIs;o@

근로자는 올바르게 개인 보호

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fiajlhka fm!oa.,sl wdrlaIK 

WmlrK ksjerÈj Ndú;d lrkj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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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작업 jdfka jev

철골 부재의 인양 와이어로프  

상태는 양호한가?
hlv jh¾ /yeka fyd| ;;ajfha 

;sfío@

중량물의 중량이 인양 장비의 

인양 능력 범위 내에 있는가?
bis,Sfï WmlrKj, tijqï Odß;djhg 

jvd Tijk NdKavfha nr wvqo@

- 안전율 5 이상 
    wdrlaIl idOl 5 fyda Bg jeä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 설비에 부착하고 있는가?
fiajlhd wdrlaIs; má me<|f.k 

weñKqï WmlrKhg wuqKd isào@

근로자의 이동 통로는 확보

되어 있는가?
fiajlhd .uka lrk ud¾.h 

wdrlaIs;o@

낙하물 발생 위험은 없는가?
my,g foaj,a jeàfï wjodkula 

;sfío@

철골 작업장 하부에 높이 10m  

이내마다 추락 방지망이 설치되

어 있는가?
jdfka jevfmdf<ys my<ska óg¾ 10 la 

we;=<; jeàï j<lajk cd,hla iúlr 

;sfío@

승강 설비는 설치되어 있는가?
f,j,a lrk WmlrKh iúlr ;sfío@

작업장 하부에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가?
by< jev lrk ;ekg háka fjk;a 

jevla lrñka isákafka keoao@

인양된 철골 부재 가조립

후에 인양 로프를 해체하고

있는가?
jdfka nd¾ tiùfuka miqj tijqï 

lUh ;djld,slj úikaêlr ;sfío@

근로자의 떨어짐 방지 조치는 

적정한가?
fiajlhka jeàu je,laùug f.k 

;sfnk mshjr iqÿi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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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미장(견출) 작업 .,a we,a,Su yd lmrdre lsÍu 

조적중인 블록이나 벽체의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a fyda ì;a;s lvdjeàfï 

wjodkula ;sfío@

조적 벽체 무너짐 방지를 위해  

일일 작업량을 준수하고 있는가?

- 1.2~1.5m/일
ì;a;s lvd jeàu j<lajd .ekSu i|yd 

Èkm;d l,hq;= kshñ; jev m%udKh lr 

;sfío@

- 1'2 - 1'5m $ Èk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가?
iug isÿjk ydks je<elaùu i|yd 

Tn w;ajeiqï me<| isào@

작업 발판은 작업 장소 및

작업 방법에 적정하게 설치

되어 있는가?
m,xÑh jevlrk ;ek yd 

jevlrk wdldrhg wkqj ksjerÈj 

iúlr ;sfío@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떨어짐 위험 방지 조치는 적절한가?

- 안전 난간 설치

- 안전대 착용 등
m,xÑh u;ska jevlrk fiajlhka ìug 

jeàfï wjodkula ;sfío@

- wdrlaIl jegj,a ia:dmkh

- wdrlaIl ,Kq Ndú; lsÍu hkdÈh

안전대 착용 등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및 인접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 상태는 양호한가?
wdrlaIl ,Kq Ndú; lsÍu hkdÈh jeks 

jevlrk ia:dkh wjg msysgd we;s 

wdrlaIs; fodrj,a yd tajdfha ;;ajh 

fyd|o@

벽돌 또는 블록의 운반 경로 

및 방법상에 문제는 없는가?
.fvd,a fyda íf,dla .,a m%jdykh 

lrk ud¾.fha fyda  l%ufõofha 

lsishï .eg¨jla ;sf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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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작업 mska;dre jev

달기로프가 풀리거나 파손될 

위험은 없는가?
,Kqj nqre,aùfï fyda lvdjeàfï 

wjodkula keoao@

근로자의 떨어짐 방지 조치는 

적정한가?

- 구명줄 설치

- 안전대 착용
fiajlhka jeàu je,elaùu m%udKj;ao@

- Ôú;drlaIl máh iúlsÍu

- wdrlaIl wdïmkak me<£u

작업 근로자는 안전대를 올바르

게 구명줄에 착용하고 있는가?
fiajlhdf.a wdrlaIs; máh ksjerÈj 

iú lr ;sfío@

달기로프의 길이는 지면까지

닿을 만큼 충분한가?
/yek fmd<j olajd ,Õdùug ;rï 

m%udKj;ao@

도장재료의 비산대비 하부의 

안전 조치는 적절한가?
mska;dre lrk øjH my,g úisù 

jefgk ia:dk wdrlaId iys;o@

위험구역내 외부 근로자의 통제

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Ndysr fiajlhka wjodkï m%foaYj, ksis 

mßÈ md,kh lr ;sfío@

신호수 또는 감시원은 배치

되어 있는가?
ix{d fyda wëlaIK uOHia:dkhla 

;sfío@

작업 공구 및 재료에 의한 맞음 

위험은 없는가?
jevg Ndú;d lrk WmlrK fyda 

wuqøjH j,ska wk;=rla isÿùug 

mq¨j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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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예방 
jD;a;Sh frda. ksjdrKh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불침투성 고무장갑이나 보호의 등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직접 손

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ridhksl øjH yiqrejk úg úksúo hd fkdyels rn¾ w;ajeiqï fyda mqoa.,sl wdrlaIl WmlrK 

me<| .ekSu w;ska lsisjla fkdwe,a,su fyda ifï fkd.Eùug j.n,d .; hq;=h'

공기중으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한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jd;hg uqiqjk ridhksl øjH m%udKh wvqlr .ekSug jelshqï hka;%hla ia:dmkh lr th l%shd;aul 

jk w;r;=r jev lrkak'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ridhksl øjH j,ska isÿjk wk;=re" wk;=reodhl wjia:d iy tajd je,laùug lghq;= lrk wdldrh  

ms<sn|j mqyqKqjla ,eîfuka miqj"wms fuu lreKq jev lrk úg ms<smÈuq'

취급하는 화학 물질에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ridhksl øjH yiqreùu isÿlrk úg Bg iqÿiq Yajik wdrlaId WmlrK  me<£u'

화학 물질 취급 작업장 내부에서 음료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ridhksl øjH ms<sfh, lrk jevìu ;=< lEu ìu .ekSu $ÿï mdkh lsÍu fkd.e,fma'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과 후에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jevìu ;=<g we;=¿ ùug fmr yd miqj ffjoH mÍlaIKhla mj;ajkak'

작업에 의한 질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생긴 경우 즉시 병원에 가거나 인근 이주 노동자 지원센

터에 가서 상담합니다.
Tng /lshd ia:dkh ksidfjka frda.hla we;s nj Tn iel is;kafka kï jydu frday,g fyda wi,ajeis 

ixl%uKsl fiajl iydhl uOHia:dkhg hkak'

정보  f;dr;=re 



ㄱ
가구 제조 .Dy NdKav ksIamdokh 218

가불하다 w;a;sldrï f.jkjd^fmd<S fkdue;sj bÈß 

jegqfmka lmd .ekSug l,ska ,nd fok uqo,& 
314

가수 w;a;sldrï f.jkjd^fmd<S fkdue;sj bÈß 

jegqfmka lmd .ekSug l,ska ,nd fok uqo,& 
71

가스 누출 사고 .Eia msgùfuka isÿjk wk;=re 233

가스 용접기 .Eia je,aäka hka;%h 146

가스가 새다 .Eia ,Sla fjkjd 242

가스에 중독되다 .Eia j,g wyqfjkjd 230

가해자 ú;a;slre 134

갈다 TmuÜgï lrkjd 227

갈등 해결 방법 ".egqï úiok wdldrh 113

갈퀴 f¾lalh $ w;a f¾lalh 191

감자 w¾;dm,a 38

감전 사고 úÿ,s ir je§fuka jk wk;=re 233

감전되다 úÿ,s ier jÈkjd 242

강요하다 n,mEï lrkjd 134

강제 출국을 당하다 nf,ka mqgqjy,a lrkjd 350

개선하다 jeäÈhqKq lrkjd  251

개인 사정 fm!oa.,sl fya;= 338

갱신을 거절하다 .súiqu m%;slafIam lrkjd 335

갱신하다 w¨;a lrkjd 289

갱폼 작업 .eka.a f*darï jev ^fodUlr j,ska lrk 

jev&
367

거두다 $ 수확하다 f.dhï lmkjd wiajkq fk,kjd 194

거래처 .kqfokq wdh;kh 145

거름을 주다 fmdfydr fhdokjd 194

거부감 nh 131

거푸집 작업 wÉpq j,ska lrk jev 366

거푸집을 설치하다 rduqj ilia lrkjd 167

건강 검진을 받다 fi!LH mßlaIdjla lr.kakjd 254

건강을 챙기다 fi!LHu;aj isákjd 254

건강을 해치다 fi!LHg ydks jkjd 254

건물을 짓다 f.dvke.s,s yokjd 167

건배하다 fgdaiaÜ 119

건설 bÈlsßu 167

건설 현장 bÈlsÍï Nqñfha nr WmlrK 167

건설업 f.dvke.s,s 89

건조하다 úh<s fjkjd 23

건초 msÿre 203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f.dvke.s,s bÈlsÍï 

l¾udka;hg iïNkaO wdrlaIl Wmfoia 
366

걸다 t,a,kjd 155

격려하다 Wlalÿ ,%laÊâ 107

결근하다 oekqï §ulska ksjdvq oukjd 326

결속핸들 ìkaäka yev,a 149

결혼기념일 újdy ixj;airh 59

결혼식 újdy W;aijh 62

경운기 we; g%elagrh 191

경제 발전 wd¾:sl ixj¾Okh 74

계단 mäfm< 95

계약 기간 fldka;rd;a ld,h 275

계약을 갱신하다 .súiqu w¨;a lrkjd 335

계약을 하다 iaúbCOq õ∙wbl ,%laÊâ 278

계절 음식 b¾;=j,g wfõksl lucÜð 38

고기 uia 38

고리fldlal 206

고시원 fldIdfjdka 101

고압 전기 경고 wê)fjda,aàh;d úÿ,s wk;=re weÕùu 358

고온 경고 wêl WIaK;ajh wk;=re weÕùu 358

고용하다 /lshdjl ksr; fjkjd 278

고용허가제 fiajd kshqla;s wjirm;a l%uh 263

고향에 내려가다 .ug hkjd 51

곡괭이 .,algqj 191

골고루 섭취하다 úúOdldr fmdaIHodhs wdydr .kakjd 254

골판지 /,s iys; ld¾ûfnda¾û (Corrugated cardboard) 157

공구함 wdïmkak fmÜáh 142

공기가 맑다 jd;h msßisÿhs 26

공사장 bÈlrk ia:dkh 167

공제하다 wvq lsÍï 311

과수원 m<;=re j;a; 191

관리인 hï fohla Ndrj lghq;= lrk mqoa.,hd 95

관리하다  l<ukdlrKh lrkjd 215

괭이 m%jdyk l%uh wmyiqhs 191

교통이 편리하다 m%jdyk l%uh myiqhs 26

구덩이에 빠지다 j,lg jefgkjd 242

구멍을 뚫다 isÿrla iú lrkak 218

구부리다 kukjd$ os.yrskjd 143

구직등록필증 /lshd ,shdmÈxÑ lsÍfï iy;slh 347

국민연금 cd;sl úY%du jegqma 311

군고구마 ly n;, 35

어휘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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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다 mqÉpkjd 38

귀덮개 wdrlaIs; lka wdjrKh 239

귀마개 lka wdjrK wenh 239

규율이 엄격하다 oeä úkh.rel nj 107

규칙을 준수하다 kS;s j,g lSlrefjkjd 251

규칙을 지키다 kS;s j,g lSlrefjkjd 95

그라인더 ^연삭기& weUreï ., 149

그물 oe, 206

근로계약이 만료되다 jev .súiqu l,a bl=;a fjkjd 335

근로계약이 해지되다 jev .súiqu wj,x.= fjkjd 335

근로조건 fldka;%d;a ld,h 275

근무시간 jev l,hq;= fj,dj 275

근무지 jevlrk ;ek " iud.fï ku 278

근무하다 jev lrkjd 278

금연 ÿïîu ;ykï 358

급성독 물질 경고 úI o%jH wk;=re weÕùu 358

급여 내역 jegqma úia;rh 311

급여 명세서 jegqma m; ^jegqma jd¾;dj& 311

기계 작동 hka;%h Ndú;d lrk wdldrh 155

기계 작업 WmlrK j,ska lrk jev 227

기계에 감기다 hka;%hg wyqfjkjd 242

기본급 uQ,sl jegqm 311

기분 전환을 하다 ye.Sï w¨;alr .kakjd 254

기온 WIaK;ajh 23

기온이 낮다 WIaK;ajh wvqhs 23

기온이 내려가다 WIaK;ajh wvq fjkjd 23

기온이 높다 WIaK;ajh jeähs 23

기온이 올라가다 WIaK;ajh jeä fjkjd 23

기타 재해  wmyiqhs 363

깎다 lmkjd  227

깔끔하다 ms<sfj,hs 83

깨끗하다 msßisÿhs 179

꽂다 ïiaßbiaÿyaia 155

끊다 lmkjd$ kukjd 143

끓이다 ;ïnkjd 38

끼우다 we;=,a lrkjd 155

끼임재해 w;r isrùu ksid isÿjk wk;=re 359

ㄴ
나르다 Tijdf.k hkjd 170

나사못 uf.a ,l=Kq  143

낙하 사고 jeàfuka isÿjka wk;=re 233

낙하물 경고 o%jh jeàfuka wk;=re weÕùu 358

낚시 바늘 ì,S fldl= 206

난방 WKqiqïldrlh 98

날씨 ld,.=Kh 26

남다 í∙iaß *aÊlaÊâ 157

납입하다 rlaIK jdßl f.jkjd 300

납품하다 fnodyßkjd 170

낫 oele;a; 191

내리다 my; oukjd $ ndkjd 155

내리다 my; oukjd $ ndkjd 170

내역서 ffjoH jÜfgdarej 302

냄새가 심하다 .|hs 179

냉동 창고 YS;l< .nvdj 215

냉면 fkkaïfhdaka 35

냉방 isis,lh  98

너트 WCOaßÉÑya 143

넘어지다 weo jefgkjd 242

넘어짐 재해  weojeàu u.ska isÿjk wk;=re 360

넣다 TWlaÊâ 170

넥타이를 매다 ghs tl oukjd 83

넥타이를 풀다 ghstl .,jkjd 83

논 l=Uqr 191

농담 úys¿j 131

농약 분무기 lDIs ridhksl øjH biskh 191

농약을 치다 lDIs ridhksl øjH fhdokjd 194

농업 f.dú;ek 89

농장 Wihs 191

누르다 Tnkjd 155

누전 사고 úÿ,s mßm; ksid isÿjk wk;=re 233

누출되다 .Eia ,Sla fjkjd 242

니퍼 wvqj 143

ㄷ
단정하다 ms<sfj,hs 83

단추를 잠그다 fnd;a;ï oukjd 83

단추를 풀다 fnd;a;ï .,jkjd 83

단합 대회 ;rÕhla 122

달다 jykjd 158

닭 l=l=<d 203

닭고기 l=l=,a uia 38

374 375



담다 ;nkjd 170

당근 lerÜ 38

닻 kex.=ru 206

대패 h;= legh 149

더럽다 wmsßisÿhs 179

덕담을 듣다 iqNdIsxYk wikjd 47

덕담을 하다 iqNdIsxYk msßkukjd 47

덮개를 덮다   jykjd 215

도려내다 ,aõlaÊâ 227

도르래 lmamsh 206

도색하다 idhï .dkjd 218

도장 작업 mska;dre jev 372

도장하다  ;Ska; .dkjd 218

돌 m<uq Wmka Èkh $ m<uq WmkaÈkh 59

돌리다 lrljkjd 155

동료 iyhlhka 107

동영상 ùäfhda má 131

동의서 wjir ,nd§fí ,smsh 338

돼지 W!rd 203

돼지고기 Wre uia 38

두드리다 .,jkjd 143

드라마 rEmjdys” kdgH 71

드라이버 bial=remamq kshk 143

들여오다 f.kajkjd 145

등반 대회 ke.Su ;rÕh 122

따다 .fika lvkjd  194

땅을 파다 fmd<j ydrkjd 167

때리다 .ykjd 110

떡국을 먹다 f:dlal=la lkjd 47

떨어지다 by< isg weo jefgkjd 242

뚫다 ydrkjd 143

뜨겁다 WKqiqï 35

뜰채 os.= w;a wvqj  206

ㄹ
롱노즈 플라이어 os.= w;a wvqj 149

룸메이트 ldur i.hd 95

ㅁ
마늘 iqÿ ¨Kq 38

마대 frÈ nE.a $ f.daks ljr 182

어휘 색인

마스크 "uqL wdjrKh 239

만기가 되다 l,a bl=;a fjkjd 299

만료되다 j,x.= ld,h wjika fjkjd 289

말 wYajhd 203

말다툼을 하다 nek .kakjd 110

망치 ñáh 143

맞다 wkskjd 110

맞음 재해 udOH 362

매달린 물체 경고 t,af,k o%jH wk;=re weÕùu 358

먹이 i;aj wdydr 203

면접을 보다 iïuqL mÍlaIKhg hkjd 278

면제되다 ksoyia fjkjd 338

모종삽 we; ij, 191

모종을 심다 me< isgjkjd 194

목장갑 frÈ w;a wdjrKh 239

목재 ,S$oej 154

몸균형 상실 경고 YÍrfha iunr ;djh ke;sùu 

wk;=re weÕùu
358

못 weKh$ bial=remamq weKh 143

못에 찔리다 kshfmd;= wef,kjd 230

무급 휴일 mä rys; ksjdvq 323

무단결근하다 oekqï §ulska f;drj ksjdvq oukjd 326

무시하다 .Kka .kafka keye 86

무역 fjf<odu 74

묶다 .g.ikjd 170

문의하다 úuiSï lrkjd 263

물류 창고 iemhqï .nvdj 215

물뿌리개 me< j,g j;=rouk nd,aÈh 191

물을 주다 j;=r odkjd 194

미끄러지다 ,siaikjd 242

밀 ;sßÕ+ 193

밀링 기계 we,s lemSfï hka;%h 227

ㅂ
바구니 l+v 182

바늘대 oe,a úhk b¢lgq 206

바이스 ovq wvqj 149

박다 .,jkjd 143

박다 .,jkjd 143

반말을 하다 my;afldg l;d lrkjd 86

발급 받다 ksl=;a lrkjd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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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을 신청하다 ksl=;a lsÍfï ,shdmÈxÑh ^.uka 

n,m;%h ksl=;a lr ,shdmÈxÑ lrkjd& 
287

발이 깔리다 we; ysrfjkjd 230

밧줄 ,Kq 206

방 ldurh 95

방사선 물질 경고 úlsrK YS,s o%jH wk;=re weÕùu 358

밭 md;a;sh 191

배려하다 .relrkjd 86

배설물 i;aj wmo%jH 182

백일 Èk 100 mdáh 59

밴딩기 kejqï hka;%h $ kejqï hka;% 146

버리다 úislrkjd 179

번호표를 뽑다 wxlhla ,nd.kakjd 290

벌금을 내다 ov .ykjd 350

벌레를 잡다 lDñka w,a,kjd 194

법정 근로 시간 iïu; jev lrk ld,h$meh .Kk 314

법정 휴일 kS;suh ksjdvq 323

벼 ù 193

벽돌 .fvd,a 167

변경 가능 횟수 fjkial,yels jr .Kk 347

별도로 지급하다 fjk fjku f.jkjd 314

병가 f,v ksjdvq 326

병가 기간 f,v ksjdvq ld, isudj 326

병가 사유 f,v ksjdvq b,a,Sug fya;=j 326

병원비 ffjoH .dia;= ì,am; 302

병환 wikSmh 338

보관하다 wdrlaId lrkjd 215

보름달을 보다 mQ¾K pkaøhd n,kjd 51

보리 nd¾,s 193

보상을 받다 ydks mQ¾K jkaÈ ,nd.kakjd  299

보수하다 w¨;ajeähd lrkjd 251

보안경 wdrlaIs; weia lKakdä 239

보안면 wdrlaIs; uqyqKq wdjrKh 239

보행금지 weú§u ;ykï 358

보험금을 지급하다 rlaIK jkaÈ f.jkjd 302

보험금을 청구하다 rlaIK jkaÈ b,a,Su 302

보험금을 타다 rlaIK jkaÈ ,nd.kakjd 302

보험금을 환급 받다 .sh úhou rlaIK wdh;kfhka 

wdmiq ,ndfokjd 
299

보험료를 내다 rlaIK jdßl f.jkjd 299

보험에 가입하다 rlaIK ysñlula ,nd.kakjd 299

보호구 wdrlaIs; WmlrK 239

보호복 wdrlaIs; we÷u 239

복도 ne,alksh 95

복잡하다 ckh msß,d $ ;onoh 26

복장 we÷u 83

볶다 nÈkjd 38

볼트 fnda,aÜ tl$ uqßÉÑh 143

부담하다 úhoula orkjd 275

부딪히다 tlsfkld .efgkjd  242

부딪힘 재해 .eàfuka isÿjk wk;=re 361

부자 fndahdj 206

부표 fndahdj 206

부하 lKsIaGhd 107

분뇨 i;aj wmo%jH 182

분뇨 탱크 i;aj wmøjH gexlsh 209

분류하다 fjka lrkjd 170

분위기가 나쁘다 jev lrk mßirh $ jgmsgdj 

krlhs
107

분위기가 좋다 jev lrk  mßirh $ jgmsgdj fyd|hs 107

불법 체류 kS;s úfrdaê /£ isàu 350

불이 나다 .sKs .kakjd 242

불이익을 주다 jkaÈ f.jkjd 134

불쾌감 wmyiq;djh 131

불쾌하다 wmyiq;djhg m;a lrkjd 86

불합격하다 wiu;a fjkjd ^iqÿiqlï fkd,nkjd& 266

붕괴 사고 lvdjeàfuka jk wk;=re 233

붙이다 w,jkjd 147

비계 m,xÑh 167

비닐 끈 ma,diaála kQ,a 182

비닐하우스 yß;d.dr 191

비료를 뿌리다 fmdfydr biskjd 194

비상 연락처 yÈis wjia:djl weu;sh yels wxlh 326

비상구 yÈis msgùfï fodrgqj 233

비상벨 wk;=re weÕùfï fnf,l 233

비자 ùid 287

빠지다 fmdfydr biskjd 119

빨려 들어가다 lm, hkjd 301

빼다 .,jkjd 155

ㅅ
사건을 기록하다 isoaêh jd¾;d lrkjd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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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색인

사과하다 iudj .kakjd 110

사다리 bKsu.  182

사료 i;aj wdydr 203

사료 배합기 i;aj wdydr ñY% lrk WmlrKh 209

사망 urKhg m;afjkjd 299

사업자 등록증 사본 wdh;kfha ,shdmÈxÑ iy;slfha 

msgm; 
290

사업장 변경 사유 /lshd ia:dkh fjkialsÍug fya;= 335

사업장 변경 신청서 jevlrk ia:dkh fjkialsÍfï 

b,a¨ïm;
335

사업장 추가 wu;r jevlrk ia:dk 335

사업주 whs;slre m%Okska lïlrejka 278

사용하다 Ndú;d lrkjd 155

사이가 나쁘다 ñ;=ou krlh 107

사이가 좋다 ñ;=ou fyd|hs 107

사인하다 $ 서명하다 wdh;k m%Odkshd jevlrk 

mqoa.,hska Èß.kajkak'
278

사증 ùid 287

사진 촬영을 하다 mska;+r .ekSu 62

사포 je,slvodis 149

사포질하다 je,slvodis 218

산업 안전 표지 ld¾ñl wdrlaIK i,l=Kq 358

산재 보험 lïlre ydksmQ¾K rlaIKh 299

산화성 물질 경고 Tlaisldrl o%jH wk;=re weÕùu 358

살피다 mßlaId lrkjd 251

삶다 ;ïnkjd 38

삼계탕 iïf.aÜgka 35

삽 bKsu. 191

상사 fcHIaGhd 107

상여금 m%ido §ukd^fndakia& 311

상해 ^wk;=rlska& ;=jd, fjkjd 299

상해 보험 yÈis wk;=re rlaIKh 299

샌딩하다 h;=.dkjd 218

생선 u¨ 38

생일 Wmka Èkh 59

샤워실 kdk ldurh 95

서로 위해 주다 tlsfkldg .re lrkjd 107

서비스업 fiajd wxYh 263

선반 기계 ,shjk mÜg,h 227

선진국 ÈhqKq rgj, 74

선풍기 úÿ,s mxldj 98

설날 w¨;a wjqreoao 47

성묘하다 wdpdr lrkjd 51

성범죄 ,sx.sl w;jrh 134

성적 농담 ,sx.sl;ajh ms,sn| úys¨j 131

성적표 m%;sM, igyk 266

세금 nÿ 311

세배하다 w¨;a wjqreÿ wdpdr lrkjd 47

세뱃돈을 받다 w¨;a wjqreoaog uqo,a ,nkjd 47

세뱃돈을 주다 w¨;a wjqreoaog uqo,a fokjd 47

세탁실 fros fidaok ldurh 95

소 .jhd 203

소고기 .j uia 38

소멸되다 wNdjhg hkjd 299

소속 úia;r 326

소원을 빌다 m%d¾:kd lrkjd 51

소음성 난청 lka weiSu ÿ¾j, ùu 364

소음이 심하다 Yíoh jeähs 179

소자 l=vd m%udKh 169

소화기 .sksksjk WmlrKh 233

손가락이 끼이다 weÕs,s ysrfjkjd 230

손가락이 데다 weÕs,s ;=j,fjkjd 230

손가락이 베이다 weÕs,s ;ef,kjd 230

손가락이 잘리다 weÕs,s lefmkjd 230

손수레 w;a lr;a;h 182

손잡이 ñg 154

송곳 nqreuh 149

송편을 만들다 fidxfmHdka yokjd 50

쇠사슬 oïje,a 206

쇠스랑 *a¾,,aya$uq,a¨j 191

쇠지레 w,jx.=j 149

수경 lgl;d 206

수당 §ukd 314

수당을 받다 m%ido §ukd ,efnkjd ^fndakia 

,efnkjd& 
314

수수료 .dia;=j  290

수습 기간 kshñ; fj,dj 275

수입품 wdkhk o%jh 74

수입하다 wdkhkh lrkjd 74

수중 펌프 j;=r hg Ndú;d l<yels fmdïm 206

수출품 wmkhkh lrkjd 74

수출하다 ,eÊcdj 74

수치심 ,eÊcdj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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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대 ;sria w;g 218

수험료 mka;s .dia;=^wu;r b.ekaùï& 266

수험표 úNd. m%fõY m;%h 266

숙식 myiqlï 275

술을 받다 u;ameka ,nd.kakjd 119

스승의 날 .=re Èkh 59

스위치를 끄다 iaúÉ tl ls%hd úrys; lrkjd 98

스위치를 켜다 iaúÉ tl ls%hd;aul lrkjd 98

스키드로더 megjqï hka;%h 209

스트레칭을 하다 YÍrh we§fï jHdhdu 254

스티로폼 상자 iDcqf*darï fmÜá 206

스패너 iamekrh 143

습도 f;;ukh $ wd¾o%;djh 23

습하다 f;;a fjkjd / w¾o%;djh we;s fjkjd 23

시급 mehl jegqm 314

시끄럽다 wêl Yíoh 26

시멘트 isfuka;s 167

식대 hemSï §ukdj 311

신고하다 meñKs,s lrkjd 134

신랑 ukud,hd 62

신부 ukud,sh 62

신분을 보장 받다 ks;Hdkql+, ;;a;ajh ,nd .ekSu i|yd 289

신분증 yeÿKqïm; 266

신원 보증서 õlalaH∙â iy;slh 347

신체 접촉 ldhsl ysxikh 131

싣다 mgjkjd 170

실수령액 o, jegqm 311

싸다 âkayaia $T;kjd$ wiqrkjd 170

싸움을 하다 jrojd f;areï .kakjd 110

쌓다 f.dv .ikjd 170

쓰다 Ndú;d lrkjd 155

씨앗을 뿌리다 îc biskjd 194

ㅇ
아이돌 ix.S; lKavdhï 71

아파트 uy,a ksjdi  101

안전 수칙 wdrlaIl l%shdud¾. 251

안전 수칙을 어기다 wdrlaIdj ms<sn| ksfhda. lv 

lrkjd 
251

안전 수칙을 지키다 "wdrlaIs; kS;s ms<sme§u" 251

안전대 wdrlaIs; máh 239

안전모 wdrlaIs; ysiajeiqu 239

안전장갑 wdrlaIs; rn¾ w;a wdjrKh 239

안전장화 wdrlaIs; nQÜ im;a;= 239

안전화 wdrlaIs; im;a;= 239

야간 근로 시간 rd;%S jev lrk ld,h$ meh .Kk 314

야유회 úfkdao pdßldjla 122

약정 휴일 tlÕ jq ksjdvq 323

양 neg¿jd 203

양계 l=l=,a fldgqj 203

양고기 neg¿ ueiai 38

양돈 W!re fldgqj 203

양망기 oe,a wÈk hka;% 206

양우 .j .d, 203

양파 ¨Kq 38

어린이날 <ud Èkh 59

어버이날 foudmshkaf.a Èkh 59

어업 êjr l¾udka;h 89

업무 내용 jev úia;rh 275

업체명 iud.fï ku 278

엉망이다 wms<sfj,hs 179

에어 콤프레서 jdhq iïmsvlh 146

에어컨 jdhqiólrKh 98

여권 úfoaY .uka n,m;%h 287

연마하다 *aïâ"iෛw ,%laÊâ 218

연말정산 nÿ jd¾;dj 311

연예인 ckm%sh mqoa.,hka 71

연장 근로 시간 w;sld, jev lrk ld,h$meh .Kk 314

연장하다 ld,h È.= lrkjd 347

연차 휴가 jd¾Isl ksjdvq 323

영상 ìkaÿjg jeâhs 23

영수증 ì,a m;%h 302

영하 ìkaÿjg jvd wvqhs ^RK& 23

영화 Ñ;%mg 71

영화배우 k¨jd 71

예능 프로그램 úfkdaod;aul jevigyk 71

예민하다 je<laùfï mqyqKq jevigyk 130

예의가 없다 yeisfrkak okafka keyea 86

예의가 있다 yeisfrkak okakjd 86

오리 ;drdjd 203

오리다 lmkjd 158

오해를 풀다 jrojd f;areï .ekSu ke;ss fjkjd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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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다 jrojd f;areï .kakjd 110

온도를 유지하다 WIaK;ajh md,kh lrkjd 215

올리다 Tijkjd 155

옮기다 /f.k hkjd 158

완성하다 iïmq¾K lrkjd 158

외국인 등록 신청서 úfoaYSh cd;sl ,shdmÈxÑ 

whÿïm; 
290

외국인 등록을 하다 úfoaYslhka ,shdmÈxÑ lrkjd 290

외국인 등록증 úfoaYSh cd;sl yeÿKqïm;  290

외국인 전용 úfoaYs lhkag mukla 298

요구하다 b,a,isákjd 134

요양비 ffjoH .dia;= 302

욕을 하다 krl jpk lshkjd 110

용접면 fj,aäka uqyqKq wdjrKh 239

용접봉 je,aäka hka;%h 146

용접하다 mdiaikjd 145

운반하다 marjdyjh lrkjd 147

움직이다 tydfuyd lrkjd 154

원룸 jkarEï 101

원목을 재단하다 ,S n%laÊâ 218

위험 장소 경고 wk;=reodhl  ia:dkh wk;=re weÕùu 358

유급 휴일 mä iys; ksjdvq 323

유니폼 ks, we÷u 83

유리가 박히다 ùÿrejg lefmkjd 230

유명하다 ckm%shhs 26

유산소 운동을 하다 jHdhdu lrkjd   254

유통업 m%jdyk 89

유효 기간 j,x.= ld,iSudj 287

윷놀이를 하다 hqkafkdß fi,a,ï lrkjd 47

음담패설 lgl;d 131

음란물 ,sx.sl;ajh yd iïnkaO foaj,a 131

음악 프로그램 ix.S; jevigyk 71

의도 woyiah$b,lal 130

의사를 표현하다 wruqKla fmkakkjd 134

인구가 많다 ck.%ykh wvhs 26

인구가 적다 ck.%ykh wvqhs 26

인화성 물질 경고 .sks weúf,k iq¿ o%jH wk;=re 

weÕúu
358

일당 Èkl jegqm 314

일륜차 ú,anfrdaj 182

일시 출국하다 ;djld,slj ráka msgùu 338

어휘 색인

임금 wodhu 275

임금을 체불하다 jegqma f.jkjd 335

임대 계약서 "Sisx .súiqu 347

입고하다 fjÄÊCOaï,a" KaâLõ *a’la *a’äw f*dlaÊâ 215

입국 신고서 rglg we;=,aùfï m;%h 287

입국 심사를 받다 we;=,aùug wjir ,nkjd 287

입국 절차 we;=,aùfï l%shdj,sh 287

입국이 금지되다 we;=,aùu kj;kjd 287

입국하다 rglg we;=,a fjkjd  287

입원을 하다 frday,g we;=,afjkjd 326

ㅈ
자격을 변경하다 iqÿiqlu fjkia lrkjd 350

자격을 부여하다 iqÿiqlu ,ndfokjd 350

자격을 획득하다 iqÿiqlu w;am;a lr.kakjd 350

자르다 lmkjd 143

자유롭다 ksoyia$úfõls 107

자진 출국 각서 iafõÉPdfjka msg;a Êla 

"iaïYa$bxf*dwhaya
347

자진 출국하다 iafõÉPdfjka msg;a ÊSW 350

작동하다 jev lrkjd $ l%shd lrkjd 155

작업복 jevg w¢k we÷u 83

작업장에 배치되다 fiajd ia:dkhg wkqhqla; lrkjd 287

잡초를 뽑다 j,a me<Eá .,jkjd 194

장해 wdndê; fjkjd 299

장해 보상금 wdndê; ydks mQrK jkaÈh 302

재고를 파악하다 bkafjkag%sh y÷kd .kakjd 215

재다 ukskjd 158

재입국 허가 신청서 kej; we;=,a ùfï b,a¨ï m;%h 338

재입국하다 kej; rgg we;=,aùu 338

재해 úkdYh 230

저온 경고 wvq WIak;ajh wk;=re weÕùu 358

저장하다 bCO%,aialaÊâ$m%fõiï lrkjd 215

적재하다 mgjkjd 155

전기 드릴 úÿ,s ä%,a tl 143

전기 용접기 úÿ,s je,aäka hka;%h 146

전기 절단기 úÿ,s lmkh 146

전기난로 úoHq;a Wÿk 98

전기장판 úoHq;a fuÜgh 98

전선 릴 jh¾ frda, 146

절곡기 kejqï hka;%h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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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하다 uqÿkska lmd oukjd 143

절하다 my;aa fjkjd$lrkjd 51

점검하다 fidaÈis lrkjd$msßlaikjd 251

접다 kjkjd$õ,a}"laÊâ 158

접수증 whÿï lsßfï iy;slh^whÿï lsÍfï ßisÜ m;& 266

정 kshk 149

정리가 잘 되어 있다 ms<sfj,hs 179

정리하다 ms<sfh< lrkjd 179

정비하다 kv;a;= lrkjd 251

제공하다 "mQcd lrkjd 275

제작하다 laiෛwdïfvdÄ ,%laÊâ$w¨;ska yokjd 158

제조업 ksIamdok ^lekSï& 89

조기 귀국하다 l,ska rgg wdmiq hdu 338

조립하다 tl;= lrkjd 227

조용하다 ksYaYío $ kSial,xlhs 26

조이다 ;o lrkjd 143

조절하다 ilia lrkjd 158

조정 및 미장^견출& 작업 .,a we,a,Su yd lmrdre 

lsÍu
371

조치를 취하다 ,a]Yavqâ¾’ ’llaÊâ 251

조퇴하다 blaukg msg;a fjkjd 326

존댓말을 하다 .refldg l;d lrkjd 86

존중하다 .relrkjd 86

주례 újdyh isÿlrk foaj.e;s ;=ud 62

주문서 weKjqï m; 169

주의하다 wjOdkh fokjd 251

주택 jdiia:dk 101

줄 ,Kqj 149

줄자 fÜma ñkqï 218

중자 uOHia: 169

증거 idlaIs 134

증거를 확보하다 idlaIs jsia;r ,nd .kakjd 133

증명사진 whÿïlref.a PdhdrEmh ^y÷kd .ekSfï 

PdhdrEmh& 
266

증인 idlaIs lre 134

지급 방법 mä ,ndfok wdldrh 275

지급 심사를 받다 f.ùï iudf,dapkh ,eîu 302

지급일 mä oji 275

지문을 등록하다 we.s,s i,l=K ,shdmÈxÑ lrkjd 290

지퍼를 내리다 isma tl .,jkjd 83

지퍼를 올리다 isma tl oukjd 83

직각자 ksjerÈ fldaKh 218

직업병 jD;a;Sh ksidfjka we;sjk frda.dndO 364

직위 ;k;=r 326

직접 알아보다 Rcqj oek.kakjd 298

진단서 ffjoH iy;slh 302

진료 기록 ffjoH jd¾;dj 301

질병 frda.dndO 299

집들이 f.g f.j§fï W;aijh 59

집안 사정 mjqf,a hïis ;;a;ajhla 338

집어등 weug Ndú;dlrk úÿ,s nqnq¿ 206

짜증을 내다 wjqiaikjd $ fldam lrkjd 110

찍어 내다 t,shg .kakjd 227

찐빵 ðkamka 35

ㅊ
차다 / 차갑다 iSs;, 35

차례를 지내다 mqo mQcd mj;ajkjd 51

착용하다 "m<¢kjd 239

찰과상을 입다 yu ;=jd, fjkjd 230

참석하다 iyNd.s fjkjd 119

창고 .nvdj 215

창고 관리 .nvd l<ukdlrKh  215

채소 t<j¨ 38

철골 작업 jdfka jev 370

철근 hlv lïì 167

철근 작업 ^wdlD;sh& Yla;su;a lsÍfï jev 368

철근을 조립하다 hlv lïì w;=rkjd 167

청결을 유지하다 msßisÿj ;nkjd 254

청구서 l=ú;dkaish$bkafjdhsih 302

청첩장 újdy wdrdOkd m; 62

체류 가능 기간 /£ isáh yels ld,h 347

체류 기간 /£ isàfï ld,h 347

체류 기간 연장 /£ isàfï ld,h jeälrkjd 347

체류 자격 /£ isàfï iqÿiqlï 350

체류 자격 외 활동 /£ fï iqÿiqlï j,g wu;r 

l%shdldrlï
350

체류지 입증 서류 kej;Su ikd: lrk ,shlsú,s 347

체류하다 /£ isákjd 347

체육대회 u,, l%Svd 122

총액 uq¿ jegqm 311

최고기온 jeäu WIaK;ajh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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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색인

최저기온 wvqu WIak;ajh 23

최저임금 wju jegqm 314

추락 사고 jeàfuka isÿjk wk;=re 233

추락하다 by< isg weo jefgkjd 242

추방되다 msgqjy,a lrkjd$fkrmd yßkjd 350

추석 pqfidla^msgqjy,a lrkjd& 51

축사 i;aj uvqj$’â" 203

축산업 mYq iïm;a l¾udka;h 203

축의금 iqn me;=ï uqo,a ;E.s 62

축하하다 iqNme;=ï 122

출고하다 msg;g f.kshkjd 215

출국 예정 신고서 ráka msgùfï ie,iqu oekqïfok 

,smsh
338

출산 휴가 ud;D ksjdvq 323

출입국 관리소 wd.uk ú.uk ld¾hd,h 290

출입금지 we;=,aùu ;ykï 358

출입문 msgùfï fodrgqj 95

출하하다 keõ .; lrkjd 170

충돌하다 tlsfkld .efgkjd 242

충분하다 iEfykjd 157

취업 교육을 받다 fiajd kshqla;s mqyqKqj ,nkjd 287

취업 절차 /lshdjg iqodkï jk mshjr 278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서 /lshd lrk ld,h 

jeälsÍu  i|yd b,a¨ïm;
347

취업자 fiajlhd 278

취업하다 /lshdj wrUkjd 278

치료비 ffjoH .dia;= 302

치우다 bj;a lrkjd 179

친절하다 ldreKslhs$fydohs 26

친척집에 가다 kEoE f.j,aj, hkjd 51

친해지다 ióm fjkjd 122

칠순 70  jk WmkaÈkh 59

칭찬하다 m%Yxid lrkjd 86

ㅋ
캐다 ydrkjd 194

컨테이너 lkafÜkrh 215

컨트롤 판넬 md,l mek,h 146

케이팝 fldßhka fmdma 71

콘크리트 fldkal%SÜ 167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fldkal%SÜ oukjd 167

콤바인 me, isgjk hka;%h 191

콩 fidahd fndaxÑ 193

콩국수 fldkal=laiq^OdkH j,ska idok iqma j¾.hla& 35

쾌적하다 m%shukdmhs 179

키우다 $ 기르다 $ 재배하다 me,lrkjd $jjkjd 

$j.dlrkjd
194

ㅌ
토끼 ydjd 203

톱 lsh; 143

통발 W.=, 206

통역 w¾: ksrEmkh ^mßj¾:kh& 287

통원 치료를 하다 fkajdisl m%;sldr 326

퇴직금 w¾: idOl wruqo, 311

퇴직하다 úY%du .kakjd 278

튀기다 .eUqre f;f,a nÈkjd 38

ㅍ
파 ,Slaia 38

파내다 ydrkjd 227

파이프 렌치 k< moaO;sh 149

파종상자 îc fmÜáh 191

파편이 튀다  len,s úis fjkjd 242

팥빙수 m;amskaiq^wdydrhls& 35

팥죽 m;apqla^wdydrhls& 35

펜치 veys wvqj 143

펴다 os. yrskjd 143

폐기물 wmøjH 182

폐백을 드리다 idïm%Odhsl f,i ukud,hdf.a 

foudmshkag wdpdr lrkjd
62

폐수 wmsßis÷ c,h 182

폐유 wmsßis÷ f;,a 182

포장 작업 wdjrKh lrkjd 158

폭발 사고 msmsÍfuka isÿjk wk;=re 233

폭발성 물질 경고 mqmqrK o%jH wk;re weÕùu 358

폭발하다 mqmqrkjd 242

폭행을 하다 myr fokjd 335

표준 체중을 유지하다 iïu; nr mj;ajd .kakjd 254

풀다 .,jkjd 143

플라이어 ma,hshra tl 143

플러그를 뽑다 ma,.a tl .,jkjd 98

피로연을 하다 újdy W;aijfhka miqj wuq;a;kag 

ix.%y lsÍu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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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meñKs,slrejd 86

ㅎ
하객 wuq;a;ka^wdrdê;hka& 62

한국어능력시험 fldßhdkq NdIdj m%ùK;d úNd.h 

^TOPIK&
266

한류 fldßhka kj l,dj  71

한복을 입다 ykafndla woskjd 47

한잔하다 u;ameka fndkjd 119

한적하다 ksixai,$ksial,xl 26

한턱내다 ix.%y lrkjd 119

합격하다 iu;a fjkjd ^iqÿiqlï ,nkjd& 86

합법 체류 kS;suh /£ isàu 350

해고하다 wia lrkjd ^fkrmd oukjd& 278

핸드카 w;a lr;a;h 146

허가서 wjir ,nd§fí ,smsh 338

호떡 fydfgdala ^wdydrhls& 35

호미 õ;w uq,a¨j 191

호스 ngh 191

호이스트 Tijkh 146

홈을 파다 ldKqjla lmkak 218

화가 나다 ;ry .kakjd 110

화기금지 .sks weú,ùu ;ykï 358

화를 내다 nkskjd 110

화상을 입다 msÉfpkjd 230

화재 사고 .skafkka isÿjk wk;=re 233

화해하다 kej; ñ;% fjkjd 110

확인하다 mßlaId lrkjd 169

환갑 60 jk WmkaÈkh 59

환기하다 jd;dY%h ,nd.kakjd 179

환송하다 kej; meñ”u 122

환영하다 ms<s.kakjd 122

환풍기 fjkaáf,aIka *Eka 182

회식 fndack ix.%yh 119

회식을 하다 fndack ix.%yhlg hkjd 119

휴가를 내다 ksjdvq odkjd 323

휴가를 받다 ksjdvq ,efnkjd 323

휴가를 신청하다 ksjdvq b,a,kjd 323

휴가를 쓰다 ksjdvqj .; lrkjd 323

휴식 시간 úfõl ld,h 275

휴식을 취하다 úfõl .kakjd 254

휴업 급여 ;djld,sl fn,ySk;djhl§ ,efnk 

m%;s,dNh
302

휴업하다 ;djld,slj jikjd 335

휴일 근로 시간 ksjdvq Èk jev ld,h$meh .Kk 314

2차에 가다 fojk jghg hkjd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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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ㅡ’ 불규칙  ‘ㅡ’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았/었어요 -고 -(으)니까

아프다 wikSmhs $ rsfokjd 아픕니다 아파요 아팠어요 아프고 아프니까

예쁘다 ,iaikhs 예쁩니다 예뻐요 예뻤어요 예쁘고 예쁘니까

바쁘다 ld¾hh nyq,hs 바쁩니다 바빠요 바빴어요 바쁘고 바쁘니까

슬프다 ÿlhs  슬픕니다 슬퍼요 슬펐어요 슬프고 슬프니까

고프다 nv.sks 고픕니다 고파요 고팠어요 고프고 고프니까

크다 f,dl=hs 큽니다 커요 컸어요 크고 크니까

쓰다 ;s;a; ri  씁니다 써요 썼어요 쓰고 쓰니까

나쁘다 krlhs 나쁩니다 나빠요 나빴어요 나쁘고 나쁘니까

기쁘다 i;=gqhs 기쁩니다 기뻐요 기뻤어요 기쁘고 기쁘니까

잠그다 jykjd $ f,dla lrkjd 잠급니다 잠가요 잠갔어요 잠그고 잠그니까

쓰다 ;s;a; ri  씁니다 써요 썼어요 쓰고 쓰니까

끄다 lrkjd 끕니다 꺼요 껐어요 끄고 끄니까

불규칙 용언 활용표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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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ㄹ’ 불규칙  ‘ㄹ’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세요

살다 Ôj;a fjkjd 삽니다 살아요 살고 사니까 사세요

팔다 úl=Kkjd 팝니다 팔아요 팔고 파니까 파세요

만들다 yokjd 만듭니다 만들어요 만들고 만드니까 만드세요

열다 wrskjd 엽니다 열어요 열고 여니까 여세요

놀다 fi,a,ï lrkjd 놉니다 놀아요 놀고 노니까 노세요

알다 okakjd 압니다 알아요 알고 아니까 아세요

울다 w~kjd 웁니다 울어요 울고 우니까 우세요

걸다 t,a,kjd 겁니다 걸어요 걸고 거니까 거세요

졸다 ksoslsrd jefgkjd 좁니다 졸아요 졸고 조니까 조세요

쓸다 w;=.dkjd 씁니다 쓸어요 쓸고 쓰니까 쓰세요

 풀다 ,sykjd 풉니다 풀어요 풀고 푸니까 푸세요

널다 jkkjd 넙니다 널어요 널고 너니까 너세요

길다 os.hs 깁니다 길어요 길고 기니까

멀다 ÿrhs 멉니다 멀어요 멀고 머니까

달다 meKsrihs 답니다 달아요 달고 다니까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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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ㅂ’ 불규칙  ‘ㅂ’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면 -(으)ㄹ 거예요

덥다 riafkhs 덥습니다 더워요 덥고 더우면 더울 거예요

춥다 iS;,hs 춥습니다 추워요 춥고 추우면 추울 거예요

쉽다 myiqhs 쉽습니다 쉬워요 쉽고 쉬우면 쉬울 거예요

어렵다 wmyiqhs $ wudrehs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어려우면 어려울 거예요

맵다 ierhs 맵습니다 매워요 맵고 매우면 매울 거예요

싱겁다 ¨Kq ri uÈ 싱겁습니다 싱거워요 싱겁고 싱거우면 싱거울 거예요

가볍다 ieye,a,qhs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가볍고 가벼우면 가벼울 거예요

무겁다 nrhs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무겁고 무거우면 무거울 거예요

뜨겁다 WKqhss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뜨겁고 뜨거우면 뜨거울 거예요

차갑다 iS;,hs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차갑고 차가우면 차가울 거예요

더럽다 wmsßisÿhs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더럽고 더러우면 더러울 거예요

어지럽다 wms<sfj,hs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어지러우면 어지러울 거예요

시끄럽다 f>daIdldÍhs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울 거예요

외롭다 yqol,d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외롭고 외로우면 외로울 거예요

고맙다 ia;=;s fjkjd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고 고마우면 고마울 거예요

가깝다 <Õhs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가깝고 가까우면 가까울 거예요

즐겁다 úfkdaocklhs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즐겁고 즐거우면 즐거울 거예요

무섭다 nh ysf;kjd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섭고 무서우면 무서울 거예요

아름답다 ,iaikhs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울 거예요

그립다

uy;a 

n,dfmdfrd;a;=fjka 

fjkjd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그립고 그리우면 그리울 거예요

굽다 noskjd $ mq,qiaikjd 굽습니다 구워요 굽고 구우면 구울 거예요

줍다 wyq,kjd 줍습니다 주워요 줍고 주우면 주울 거예요

돕다 Woõ lrkjd 돕습니다 도와요 돕고 도우면 도울 거예요

입다 m<¢kjd 입습니다 입어요 입고 입으면 입을 거예요

좁다 mgqhs 좁습니다 좁아요 좁고 좁으면 좁을 거예요

불규칙 용언 활용표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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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 불규칙 ‘ㄷ’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걷다 weúÈkjd 걷습니다 걸어요 걷고 걸으니까 걸을 거예요

듣다 wykjd 듣습니다 들어요 듣고 들으니까 들을 거예요

묻다 wykjd 묻습니다 물어요 묻고 물으니까 물을 거예요

싣다 mgjkjd 싣습니다 실어요 싣고 실으니까 실을 거예요

깨닫다 jgyd .kakjd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깨닫고 깨달으니까 깨달을 거예요

닫다 jykjd 닫습니다 닫아요 닫고 닫으니까 닫을 거예요

받다 .kakjd 받습니다 받아요 받고 받으니까 받을 거예요

믿다 úYajdi lrkjd 믿습니다 믿어요 믿고 믿으니까 믿을 거예요

묻다 j<,kjd 묻습니다 묻어요 묻고 묻으니까 묻을 거예요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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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르’ 불규칙  ‘르’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빠르다 fõ.j;a 빠릅니다 빨라요 빠르고 빠르니까 빠를 거예요

누르다 Tnkjd 누릅니다 눌러요 누르고 누르니까 누를 거예요

부르다 le|jkjd 부릅니다 불러요 부르고 부르니까 부를 거예요

오르다 k.skjd 오릅니다 올라요 오르고 오르니까 오를 거예요

자르다 lmkjd 자릅니다 잘라요 자르고 자르니까 자를 거예요

서투르다 fkdmqyqKqj fjkjd 서투릅니다 서툴러요 서투르고 서투르니까 서투를 거예요

다르다 fjkia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고 다르니까 다를 거예요

마르다

fõf<kjd $ msmdih 

we;s fjkjd $ flÜgq 

fjkjd

마릅니다 말라요 마르고 마르니까 마를 거예요

들르다

hk .w;r;=r ál  

fõ,djlg k;r  

fjkjd

들릅니다 들러요 들르고 들르니까 들를 거예요

모르다 fkdokakjd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고 모르니까 모를 거예요

고르다 f;darkjd 고릅니다 골라요 고르고 고르니까 고를 거예요

나르다 ref.k hkjd 나릅니다 날라요 나르고 나르니까 나를 거예요

불규칙 용언 활용표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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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ㅅ’ 불규칙 ‘ㅅ’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낫다 fyd| fjkjd 낫습니다 나아요 낫고 나으니까 나을 거예요

짓다 f.dvk.d .kjd 짓습니다 지어요 짓고 지으니까 지을 거예요

붓다 bÈfukjd 붓습니다 부어요 붓고 부으니까 부을 거예요

잇다 iïnkaO lrkjd 잇습니다 이어요 잇고 이으니까 이을 거예요

씻다 fidaokjd 씻습니다 씻어요 씻고 씻으니까 씻을 거예요

벗다 .,jkjd 벗습니다 벗어요 벗고 벗으니까 벗을 거예요

빗다 mSrkjd 빗습니다 빗어요 빗고 빗으니까 빗을 거예요

7. ‘ㅎ’ 불규칙 ‘ㅎ’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파랗다 ks,a 파랗습니다 파래요 파랗고 파라니까 파랄 거예요

하얗다 iqÿ 하얗습니다 하얘요 하얗고 하야니까 하얄 거예요

빨갛다 r;= 빨갛습니다 빨개요 빨갛고 빨가니까 빨갈 거예요

노랗다 ly 노랗습니다 노래요 노랗고 노라니까 노랄 거예요

까맣다 l¿ 까맣습니다 까매요 까맣고 까마니까 까말 거예요

그렇다 tfyuhs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어떻다 fldfyduo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떻고

좋다 fyd|hs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 좋으니까 좋을 거예요

놓다 ;shkjd 놓습니다 놓아요 놓고 놓으니까 놓을 거예요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388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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