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ကုိရီးယားဘာသာစကား (၁) 

ကိုယ္တုိင္ေလ့လာမႈ အေထာက္အကူျပဳ 

ျမန္မာသင္တန္းသားမ်ားအတြက္ 

한국어1

အလုပ္သမားဝန္ၾကီးဌာန ကိုရီးယားႏိုင္ငံ 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ဌာန



일러두기 သိမွတ္ဖြယ္ရာမ်ား

교재 길잡이 ဖတ္စာအုပ္ လမ္းညႊ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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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책입니다. 특히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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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ဤ ဖတ္စာအုပ္သည္ EPS-TOPIK စာေမးပြဲအတြက္ ျပင္ဆင္ရာတြင္ အေထာက္အပ့ံျဖစ္ေစရန္ ရည္ရြယ္၍ 
ေရးသားထုတ္ေဝထားေသာ “ကုိရီးယားဘာသာစကား အေျခခံဖတ္စာအုပ္(ျပင္ဆင္ခ်က္)” ကုိ အိမ္တြင္  
အိမ္တြင ္ကုိယ္တိုင္ကိုယ္က် ေလ့လာႏုိင္ေစရန္ ျဖည့္စြက္ေရးသားထားသည့္ စာအုပ္ျဖစ္ပါသည္။ 
အထူးသျဖင့္ ျမန္မာလူမ်ဳိးမ်ား ကိုရီးယားဘာသာစကားကုိ အလြယ္တကူ စိတ္ဝင္စားဖြယ္ သင္ယူႏုိင္ေစရန္ 
ျမန္မာဘာသာစကားႏွင့္ ျမန္မာ့လူမႈပတ္ဝန္းက်င္၊ ယဥ္ေက်းမႈတို႔ႏွင့္ ကုိက္ညီေအာင္ ျပင္ဆင္ထားသည့္ 
ကုိယ္တိုင္ေလ့လာမႈ အေထာက္အကူျပဳ ဖတ္စာအုပ္ျဖစ္သည့္အေလ်ာက္ သင္ခန္းစာ၏ အေရွ႕ပုိင္းတြင္ ကုိရီးယားႏွင့္ 
ျမန္မာဘာသာစကား၏ ျခားနားခ်က္မ်ားကုိ အက်ဥ္းအားျဖင့္ မိတ္ဆက္တင္ျပထား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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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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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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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에 대한 설명은 미얀마어로 녹음을 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부록에는 어휘 목록 및 동사

와 형용사의 활용표를 제시하여 편리함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ဤ ဖတ္စာအုပ္သည္ ျမန္မာႏုိင္ငံတြင္ ကုိရီးယား ဘာသာစကားသင္တန္းမ်ားႏွင့္ ကိုရီးယား ဆရာ/ဆရာမမ်ား 
မေလာက္ငွသည့္ အေျခအေနမ်ားတြင္ ကုိးကားစာအုပ္တစ္အုပ္အေနျဖင့္ အသံုးျပဳႏိုင္ေစရန္ ရည္ရြယ္၍ 
ရွင္းလင္းခ်က္မ်ားကုိ တတ္ႏုိင္သမွ် ျပည့္စံုေအာင္ ၾကိဳးပမ္းထားပါသည္။ ထို႔အျပင္ ကုိရီးယားဘာသာစကားကို 
ေလ့က်င့္ရန္ အခြင့္မသာလွေသာ အေျခအေနမ်ားကုိ ထည့္သြင္းစဥ္းစား၍ ေလ့က်င့္ခန္းစာအုပ္တစ္ျဖစ္မွ 
တစ္ဆင့္တက္၍ EPS-TOPIK စာေမးပြဲအတြက္ ၾကိဳတင္ျပင္ဆင္ႏိုင္ေစရန္လည္း ရည္ရြယ္ဖြဲ႔စည္းထားပါသည္။  
ဤ ဖတ္စာအုပ္တြင္ ဆရာမမွ ေဘးတြင္ ရွိေနသကဲ့သုိ႔ ေရးသားထားျပီး အထူးသျဖင့္ ‘အေျခခံစကားလုံးမိတ္ဆက္ျ
ခင္း’အပိုင္းႏွင့္ က်န္သင္ခန္းစာမ်ားရွိ သဒၵါမ်ားတြင္ ရွင္းလင္းခ်က္မ်ားကုိ ျမန္မာဘာသာစကားျဖင့္ အသံသြင္း၍ ပိုမုိ 
နားလည္လြယ္ကူေစရန္ ျပင္ဆင္ထားပါသည္။ ေနာက္ဆက္တြဲ က႑တြင္လည္း စကားလုံးမ်ား၏ အဓိပၸါယ္မ်ားႏွင့္ 
ၾကိယာမ်ား၏ အသုံးျပဳပံုမ်ားကုိ တင္ျပ၍ လြယ္ကူစြာ ေလ့လာႏုိင္ေစရန္ ၾကိဳးပမ္းထား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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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휘 ေဝါဟာရ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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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어 등)을 고려하여 재배열한 후에 미얀마어와 함께 제시였습니다. 교재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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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သင္ခန္းစာတြင္ ပါဝင္ေသာ စကားလုံးမ်ားကုိ အလြယ္တကူ သင္ယူႏိုင္ေစရန္အတြက္ 
စကားလံုး၏ 
ထူးျခားခ်က္(အဓိပၸါယ္ ဆက္စပ္မႈ၊ ဆင္တူမႈ၊ ျခားနားမႈ စသည္)မ်ားကုိ 
ထည့္သြင္းစဥ္းစား၍ စာလုံးစဥ္ ျပန္စီကာ ျမန္မာဘာသာျဖင့္ ေဖာ္ျပထားျပီး 
စာမ်က္ႏွာအပိုမ်ားတြင္ သင္ခန္းစာတြင္ မပါရွိေသးေသာ  စကားလုံးအခ်ဳိ႕အတြက္ 
ေလ့က်င့္ခန္းမ်ားကိုလည္း ထည့္သြင္းထားပါသည္။

ဒါကေတာ့ ကိုရီးယားမွာရိွတဲ့ ခရီးသြားစရာ ေနရာေတြ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လးေ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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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အာက္က 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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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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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မစ္ 

바다
ပင္လယ္

섬
ကြ်န္း

온천
ေရပူ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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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သမိုင္းဝင္ေျမ

민속촌
တုိင္းရင္းသားေက်းရြာ 

놀이공원
ကစားကြင္း

드라마 촬영지
ရုပ္ရွင္ရိုက္ကြ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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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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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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다
လွပသည္

유명하다
နာမည္ေက်ာ္ၾကားသည္ 

경치가  좋다
ရႈခင္းလွသည္

사람들이 친절하다
လူေတြက ေဖာ္ေရြသည္

산
ေတာင္

동굴
လိႈဏ္ဂူ

폭포
ေရတံခြန္

호수
ေရကန္

어휘 1  ေ၀ါဟာရ ၁ 여행지 ခရီးသြား ေဒသ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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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화 စကားေျပာစာပိုဒ္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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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였습니다. 본문은 미얀마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이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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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되는 것을 골라 예문과 함께 미얀마어로 제시하였습니다. 본문 학습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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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အျပန္အလွန္ စကားေျပာသည့္ စာပိုဒ္မ်ားတြင္ အေၾကာင္းအရာကုိ အလြယ္တကူ 
နားလည္ႏုိင္ေစရန္အတြက္ ေနာက္ခံအေျခအေန ရွင္းလင္းခ်က္ကုိ ထည့္သြင္းထားျပီး 
စကားေျပာဝါက်မ်ားကိုလည္း ျမန္မာဘာသာျဖင့္ ဘာသာျပန္ဆို၍ ေက်ာင္းသားမ်ား 
စာပိုဒ္ကို အလြယ္တကူ နားလည္ေစရန္ စကားေျပာတြင္ ပါဝင္ေသာ 
စကားလံုးမ်ားအနက္ အခ်ဳိ႕ကုိ ဥပမာႏွင့္တကြ ရွင္းျပထားျပီး အေၾကာင္းအရာမ်ားကုိ 
သင္ယူျပီးသည့္အခါ မိမိကိုယ္ကုိ ျပန္လည္ဆန္းစစ္ႏုိင္ေစရန္အတြက္ ေလ့က်င့္ခန္း 
ေမးခြန္းမ်ားကုိလည္း ထည့္သြင္းထားပါသည္။

ေအာက္မွာ ရီဟန္နဲ႔ ထူအန္းတို႔ စကားေျပာေနတာေလးကို ေဖာ္ျပထားပါတယ္။ သူတို႔ ႏွစ္ေယာက္ 
ခရီးသြား အေတြ႕အၾကံဳေလးေတြ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ပါ။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투안	 리한	씨는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ရီဟ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လား။

리한	 네,	가	봤어요.	
 ဟုတ္ကဲ့၊ ေရာက္ဖူးပါတယ္။
 
투안	 제주도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ဂ်ယ္ဂ်ဴကြ်န္းက ဘယ္လုိေနလဲ။ ေပ်ာ္ခဲ့ရဲ႕လား။
	
리한	 네,	정말	좋았어요.
 ဟုတ္ကဲ့၊ အရမ္း ေပ်ာ္ခဲ့ပါတယ္။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အထူးသျဖင့္ ပင္လယ္က အရမ္း လွပါတယ္။

투안	 어땠어요?	저도	제주도에	가	보고	싶어요.
   ဟုတ္လား။ ကြ်န္ေတာ္လည္း ဂ်ယ္ဂ်ဴကြ်န္းကုိ 

သြားၾကည့္ခ်င္လိုက္တာ။

특히 အထူးသျဖင့ ္
ပံုမွန္ထက္ သာလြန္သည္ကို ညႊန္းသည္။

·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축구를 좋아해요.

   ကြ်န္ေတာ္က အားကစားကုိ 
ၾကိဳက္တယ္။ အထူးသျဖင့္ ေဘာလုံးကုိ 
ၾကိဳက္တယ္။

·  한국 음식은 아주 맛있어요.  
특히 비빔밥이 맛있어요.

   ကိုရီးယား အစားအစာက အရမ္း 
အရသာရိွတယ္။ အထူးသျဖင့ ္
ထမင္းသုပ္က အရသာရိွ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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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1.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ရီဟန္က ဘယ္ကို ေရာက္ဖူးတာလဲ။

2.	제주도가	어때요?	ဂ်ယ္ဂ်ဴကြ်န္းက ဘယ္လုိေန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제주도        2. 바다가 아름다워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တြ႕အၾကံဳေဟာင္းမ်ား ေဆြးေႏြးႏိုင္ျခင္းႏွင့္ 
ခရီးထြက္ရန္ ျပင္ဆင္ႏိုင္ျခင္း

□သဒၵါ  -아/어	보다,	-(으)ㄹ	거예요

□ေဝါဟာရ    ခရီးသြားမ်ား ၾကိဳက္ႏွစ္သက္ေလ့ ရိွေသာ ေနရာမ်ား 
ခရီးထြက္ရန္ ျပင္ဆင္ျခင္းႏွင့္ လႈပ္ရွားသြားလာမႈ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ရွိ လည္ပတ္စရာ ေနရာ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55

어땠어요? ဘယ္လိုေနလဲ။
တစ္ဖက္သားရဲ႕  အေတြ႔အၾကံဳနဲ႔ 
ပတ္သက္တဲ့ အေျခအေန၊ အျမင္တုိ႔ကို 
ေမးေသာအခါ သုံးသည္။

·가:   어제 구경한 집은 어땠어요?
  မေန႔က သြားၾကည့္တဲ့ အိမ္က 

ဘယ္လုိေနလဲ။

   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월세가 좀 비쌌어요. 

    သန္႔လုိ႔ သေဘာက်ေနတာ... 
ဒါေပမယ့္ လခက နည္းနည္း 
ေစ်းၾကီး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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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သိမွတ္ဖြယ္ရာမ်ား

04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자가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미얀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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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ကိုယ္တိုင္သင္ယူေလ့က်င့္မႈကုိ အေထာက္အကူျပဳေစရန္အတြက္ ျမန္မာဘာသာျဖင့္ 
ေရးသားေဖာ္ျပထားျပီး ေလ့က်င့္မႈတိုင္းတြင္ ျပန္လည္ဆန္းစစ္ျခင္းက႑ကုိ 
ထည့္သြင္း၍ မိမိ၏ နားလည္မႈကုိ တိုင္းတာႏုိင္ရန္ ျပင္ဆင္ထားပါသည္။ 
စာမ်က္ႏွာအလြတ္မ်ားတြင္ ဥာဏ္စမ္းေမးခြန္းမ်ားကုိ ျဖည့္စြက္၍ သင္ယူလုိစိတ္ကုိ 
ျဖစ္ေပၚေစျပီး စိတ္ဝင္စားဖြယ္ သင္ခန္းစာျဖစ္ေအာင္ ျပင္ဆင္ထား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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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ရီဟန္ ဘယ္ကုိ ေရာက္ဖူးလဲ။

나: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တယ္။

가: 어땠어요? ဘယ္လုိေနလဲ။

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ရႈခင္းေတြ အရမ္း လွတယ္။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မွာ ျပထားသလုိ သူငယ္ခ်င္းနဲ႔ စကားေျပာၾကည့္ပါ။

이름
အမည

어디에 가 봤어요?
ဘယ္ကုိ ေရာက္ဖူးသလဲ။

어땠어요?
ဘယ္လုိ ခံစားခဲ့ရလဲ။

보기 리한
제주도

ဂ်ယ္ဂ်ဴကြ်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ရႈခင္းေတြ အရမ္း လွတယ္။ 

1) 투안 부산
ဘူဆန္

맛있는 음식이 많았어요
အရသာရိွတဲ့ အစားအစာေတြ မ်ားတယ္

2)

3)

4)

5)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정답   계 → 계획

✚ 다음 단어를 보고 끝말잇기를 해 보세요. 

  ေအာက္ပါ ေဝါဟာရမ်ားကုိ ၾကည့္ျပီး ေရွ႕ ေဝါဟာရမွ ေနာက္ဆုံးစာလံုးကုိ အစစာလံုးအျဖစ္ ျပန္ယူကာ ေဝါဟာရ ေနာက္တစ္ခု 
ျဖစ္ေအာင္ ျပန္ေရးၾကည့္ပါ။ 

 지도 도시 시(     ) (        )  

퀴즈 ဥာဏ္စမ္းေမးခြန္း 

03 문법 သဒၵါမ်ား 

문법은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자가 학습의 능률

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대조적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목표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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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에는 같은 지면에 제시

되어 있는 어휘와 문법 연습 문제를 해당 항목 후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연습 문제를 추가로 구성하여 학습 내용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သဒၵါမ်ားကုိ နားလည္ရ လြယ္ကူေစရန္ သီးျခား ေဖာ္ျပထားျပီး 
ကုိယ္တိုင္ေလ့လာသင္ယူရာတြင္ အေထာက္အကူျဖစ္ေစရန္ ကုိရီးယားႏွင့္ 
ျမန္မာဘာသာစကား ႏႈိင္းယွဥ္ခ်က္မ်ားကိုလည္း ထည့္သြင္းထားပါသည္။ 
ေလ့က်င့္ရမည့္ သဒၵါမ်ားကုိ ဥပမာႏွင့္တကြ ေဖာ္ျပထားျပီး ဆင္တူသဒၵါမ်ားႏွင့္လည္း 
ႏႈိင္းယွဥ္ျပသ၍ သဒၵါႏွစ္ခုအၾကား ျခားနားခ်က္ကုိ သိသာျမင္သာေအာင္ 
ေဖာ္ျပထားပါသည္။ ထို႔အျပင္ ဤ ဖတ္စာအုပ္တြင္ ေဝါဟာရႏွင့္ သဒၵါ ေလ့က်င့္ခန္း 
ေမးခြန္းမ်ားကုိ သက္ဆိုင္ရာ သင္ခန္းစာ၏ ေအာက္တြင္ တစ္ဆက္တည္း 
ေလ့က်င့္ႏုိင္ေစရန္ ထည့္သြင္းေပးထားျပီး ေလ့က်င့္ခန္း ေမးခြန္းမ်ားကုိလည္း 
ထပ္တိုးျဖည့္စြက္ထားျခင္းအားျဖင့္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ကုိ 
ရင္းႏွီးကၽြမ္းဝင္သြားေစရန္ ျပင္ဆင္ေပးထား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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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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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아/어 보다’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ပါတယ္။ 

1)

2)

3)

4)

바다에서                             .

불고기를                             .

한복을                             .

김치를                             .

“ၾကိယာနဲ႔ တြဲျပီး စမ္းသပ္ၾကည့္မႈနဲ႔ အေတြ႔အၾကံဳကို ေဖာ္ျပတဲ့အခါ သံုးပါတယ္။ စမ္းသပ္ၾကည့္မႈပံုစံကေတာ ့
‘-아/어 봐요’ နဲ႔ ‘-아/어 보세요’ ေတြ ျဖစ္ျပီး ‘-아/어 봤다’  ကေတာ့ လုပ္ဖူးတယ္ဆုိတဲ့ အေတြ႔အၾကံဳ ျဖစ္ပါတယ္။ 
သူက ၾကိယာ ‘보다’ နဲ႔ တြဲမသံုးပါ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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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 가 보다

앉다 → 앉아 보세요.

먹다 → 먹어 보다

읽다 → 읽어 보다

공부하다 → 공부해 보다

운동하다 → 운동해 보다

· 이 옷을 입어 보세요. ဒီ အကၤ် ီကုိ ဝတ္ၾကည့္ပါ။
·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ကုိရီးယားမွာ ရိွတုန္း ခရီးေတြ အမ်ားၾကီး ထြက္ခ်င္ပါတယ္။
·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လား။
  나:   네, 가 봤어요. 마웅 씨도 한번 가 보세요.  

ဟုတ္ကဲ့၊ ေရာက္ဖူးတယ္။ ေမာင္ေမာင္္လည္း တစ္ခါေလာက္ သြားၾကည့္ပါလား။

정답   1) 수영해 봤어요   2) 먹어 봤어요   3) 입어 봤어요   4) 담가 봤어요

문법 1  သဒၵါ ၁ -아/어 보다 G17-1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မန္မာစာမွာေတာ့ -ၾကည့္သည္ကို ဘယ္ၾကိယာေနာက္မွာမဆို တန္းကပ္ေရးလို႔ ရေပမယ့္ ကိုရီးယားစာမွာေတာ 
보다 ရဲ႕ ေရွ႕က ၾကိယာေပၚမွာ မူတည္ျပီး ‘-아/어 보다’ နဲ႔ ‘해 보다’ ထဲကေန ေရြးျပီး ေပါင္းစပ္ေပးရပါတယ္။

·한국음식을 먹어 보세요. ကုိရီးယားစာကုိ စားၾကည့္ပါ။
·서울 타워에 가 보세요. ဆုိးလ္ေမွ်ာ္စင္ကုိ သြားၾကည့္ပါ။

‘아/어 보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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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정보 및 문화 내용을 미얀마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용 확인> 문제를 통해 스스로 내용 이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နားလည္မႈ မလြဲမွားေစရန္အတြက္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အေၾကာင္းအရာမ်ားကုိ ဘာသာျပန္ဆိုေပးထားျပီး  
ျပန္လည္ဆန္းစစ္ျခင္းေမးခြန္းမ်ားမွတစ္ဆင့္ မိမိမွ မည္မွ် နားလည္ထား  
သည္ကုိ ဆန္းစစ္ႏုိင္ေစရန္ ျပင္ဆင္ထားပါသည္။ 

204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7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205

알아 두세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단체 여행 
သိထားရင္ အျမတ္ခ်ည္းပါ။ ႏုိင္ငံျခားသားလုပ္သားေထာက္ပ့ံေရးစင္တာရဲ႕ အုပ္စုလုိက္ ခရီးသြားအစီအစဥ္

가까운 외국인지원센터나 외국인상담소의 여행 정보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재미있는 단체 여

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အနီးအနားက ႏိုင္ငံျခားသားလုပ္သားေထာက္ပံ့ေရးစင္တာ မွာပဲျဖစ္ျဖစ္၊ ႏိုင္ငံျခားသား တိုင္ပင္ေဆြးေႏြးဌာန 
မွာပဲျဖစ္ျဖစ္ ခရီးသြားတာနဲ႔ ပတ္သက္တဲ့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မ်ား ရယူျခင္းျဖင့္ လြယ္ကူသက္သာတဲ့ 
ေပ်ာ္ရႊင္စရာ အုပ္စုလိုက္ ခရီးသြားအစီအစဥ္ေတြကို သိရိွခံစားႏိုင္မွာ ျဖစ္ပါတယ္။ 

강원도
ဂန္ဝန္ျပည္နယ္

속초
ဆုိ႔ခ်ိဳ

강릉
ဂန္ႏြန္း

춘천
ခြ်န္းေခ်ာန္

서울 시티투어
ဆုိးလ္ျမိဳ႕ပတ္ခရီးစဥ္

63빌딩
၆၃ထပ္တုိက္

한강 유람선
ဟန္ျမစ္အေပ်ာ္စီးသေဘၤာ

경복궁
ဂေယာင္ဘုိ႔ နန္းေတာ္

경주
ဂေယာင္ဂ်ဴ

불국사
ဘူလ္ဂု ဘုန္းၾကီးေက်ာင္း

서해안
အေနာက္ ကမ္းရိုးတန္း

대천 해수욕장
ဒယ္ေခ်ာန္ ကမ္းေျခ

부산
ဘူဆန္

해운대
ဟယ္အြန္းဒယ္ ကမ္းေျခ

제주도
ဂ်ယ္ဂ်ဴကြ်န္း

한라산
ဟာလာေတာင္

한국의 관광지
ကိုရီးယားမွ လည္ပတ္စရာ ေနရာမ်ား

정보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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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수준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국어를 혼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자 하였습니다. 듣기 대본을 한국어와 미얀마어로 제시해 줌은 물론 정답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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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습니다. 

ဖတ္ျခင္းႏွင့္ နားေထာင္ျခင္းတြင္ ပါဝင္ေသာ အေၾကာင္းအရာမ်ားကို 
ျမန္မာဘာသာျဖင့္ ဘာသာျပန္ဆို ေပးထားျခင္းအားျဖင့္ ကုိရီးယားဘာသာစကား 
စြမ္းရည္ မျမင့္လွေသာ ေက်ာင္းသားမ်ားအေနျဖင့္ ကိုယ္ထူကိုယ္ထ 
စာေလ့လာႏုိင္ေစရန္ ျပင္ဆင္ေပးထားပါသည္။ အသံဖိုင္ထဲမွ အေၾကာင္းအရာမ်ားကုိ 
ကုိရီးယား-ျမန္မာ ႏွစ္ဘာသာျဖင့္ ေဖာ္ျပ၍ အေျဖမ်ားကုိလည္း ေပးထားျခင္းအားျဖင့္ 
သင္ယူႏုိင္မႈ အတုိင္းအတာကို ျမႇင့္တင္ထားပါသည္။ ဆင္တူေမးခြန္းမ်ားကုိလည္း 
ေလ့က်င့္ႏုိင္ေစရန္ ထပ္ေဆာင္း ေလ့က်င့္ခန္းမ်ားကုိ ျပင္ဆင္ေပးထားျပီး ေလ့လာမႈ 
အက်ဳိးေက်းဇူးကုိ အျမင့္ဆုံးေရာက္ေအာင္ ၾကိဳးပမ္းထားပါသည္။

1. ① 남: 산 ေတာင္ ② 남: 동굴 လိႈဏ္ဂူ 

 ③ 남: 바다 ပင္လယ္     ④ 남: 민속촌 တုိင္းရင္းသားေက်းရြာ 

2. ① 여: 독서 စာဖတ္ျခင္း    ② 여: 여행 ခရီး 

 ③ 여: 요리 ခ်က္ျပဳတ္ျခင္း   ④ 여: 낚시 ငါးမွ်ားျခင္း

3. 남: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 န္းကုိ  ေရာက္ဖူးလား။

4. 여: 설악산이 어땠어요? ေဆာရာ့ေတာင္က ဘယ္လုိေနလဲ။

5. 남: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ပိတ္ရက္မွာ ဘာလုပ္မွာ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③   5. ③

정답   1. ③  2. ②

1. 남: ① 해수욕장입니다. ကမ္းေျခပါ။ 남: ② 국제공항입니다. အျပည္ျပည္ဆုိင္ရာေလဆိပ္ပါ။

   남: ③ 놀이공원입니다. ကစားကြင္းပါ။    남: ④ 버스 터미널입니다. အေဝးေျပးဘတ္စ္ကားဂိတ္ပါ။

2. 남: 제주도에 몇 박 며칠로 여행 가요? ဂ်ယ္ဂ်ဴကြ် န္းကုိ ဘယ္ႏွစ္ညအိပ္ခရီး သြားမွာလဲ။ 

 여: 2박 3일로 가려고요. ၂ ညအိပ္ ၃ရက္ သြားမွာ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여기는 어디입니까? ဒါ ဘယ္ေနရာလဲ။

   ①                ②                ③               ④ 

2.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သက္ဆုိင္တဲ့ ပံုကုိ ေရြးပါ။

 ①  ②

 ③  ④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7

17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207206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မတ္လ မတ္လ

မတ္လ မတ္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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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သိမွတ္ဖြယ္ရာမ်ား일러두기

08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을 전형적인 상황 맥락에

서의 대화문을 통해 번역문과 함께 곳곳에 제시하였습니다. 

ကိုရီးယားလူမ်ဳိးမ်ား ေန႔စဥ္လူေနမႈဘဝတြင္ မၾကာခဏ အသုံးျပဳေသာ 
တြင္က်ယ္သည့္ အသုံးအႏႈန္းမ်ားကိုလည္း သိသာထင္ရွားသည့္ 
အေျခအေန/ဥပမာ/စကားေျပာပံုစံမ်ားျဖင့္ အလ်ဥ္းသင့္သလုိ ထည့္သြင္း၍ 
ဘာသာျပန္ဆိုေပးထားပါသည္။

82  0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07 ဒါ ရုံးခန္းပါ။  83

‘이에요/예요’ သည္ ျဖစ္တယ္ဟု အဓိပၸါယ္ရသည္။ ‘이에요/예요’ ကုိ ၀ါက်အဆုံးသတ္အၿဖစ္ သုံးႏုိင္သလုိ ေမးခြန္း 
၀ါက် အဆုံးသတ္အၿဖစ္လည္း သုံးႏုိင္သည္။ ပုံမွန္ သမရုိးက် စကားေျပာတြင္ အမ်ားဆုံး အသုံးျပဳသည္။ ‘입니다’ 
သည္ ‘이에요’ ကုိ ဗ်ည္းအသတ္နာမ္ႏွင့္ သုံးျပီး ‘예요’ ကုိ သရႏွင့္ ဆုံးလွ်င္ သုံးသည္။ 

자음 (ဗ်ည္း)  + 이에요 모음 (သရ) + 예요

가방이에요 베개예요

· 가: 여기가 어디예요? ဒီေနရာက ဘယ္ေနရာပါလဲ။ 나: 기숙사예요. အေဆာင္ပါ။
· 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ဘာလူမ်ိဳးလဲ။  나: 미얀마 사람이에요. ျမန္မာလူမ်ဳိးပါ။

정답   1) 여권이에요   2) 지갑이에요   3) 열쇠예요   4) 베개예요

보기

2. <보기>처럼 ‘이에요/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၀ါက်မ်ားကုိ ‘이에요/예요’ သံုး၍ ျဖည့္ ၾကည့္ပါ။

가: 이게 뭐예요? ဒါက ဘာလဲ။

나: 화장품이에요. အလွၿပင္ပစၥည္းပါ။

1) 2)

3) 4)

가: 이게 뭐예요?

나:                                                     .

가: 저게 뭐예요?

나:                                                     .

가: 이게 뭐예요?

나:                                                     .

가: 저게 뭐예요?

나:                                                     .

‘이에요/예요ʼ နဲ႔ ပတ္သက္ျပီး နားလည္ျပီလား။ ဒါဆို ေအာက္က ၀ါက်မ်ားကို ဥပမာအတိုင္း ျဖည့္ 
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이에요/예요 G07-2

 ‘이에요/예요’ ႏွင့ ္‘입니다’

‘이에요/예요’ သည္ ရင္းရင္းႏွီးႏွီး သက္ေတာင့္သက္သာ စကားေျပာႏိုင္သည့္ အေျခအေနတြင္ သံုးသည္။ ‘입니다’ 
သည္ အစည္းအေ၀း သို႔မဟုတ္ စာတမ္းဖတ္ပြဲ စေသာ အခမ္းအနားေနရာမ်ားတြင္ ယဥ္ေက်းမႈအရ သံုးႏႈန္းသည္။ 

·저는 이민수예요. ကၽြန္ေတာ္ အီမင္းဆူပါ။ ·저는 이민수입니다. ကၽြန္ေတာ္ အီမင္းဆူ ျဖစ္ပါတယ္။
·저는 이영진이에요. ကၽြန္မ အီေယာင္းဂ်င္းပါ။ ·저는 이영진입니다. ကၽြန္မ အီေယာင္းဂ်င္း ျဖစ္ပါတယ္။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잘 부탁드립니다. လုိအပ္တာ ရွိရင္ ကူညီပါ။

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မဂၤလာပါ။ ေတြ႔ရတာ ဝမ္းသာပါတယ္။
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မဂၤလာပါ။ လိုအပ္တာ ရွိရင္ ကူညီပါ။

07 발음 အသံထြက္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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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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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한국어 음운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모두 3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

였습니다.

ဆရာမ မရွိဘဲ အသံထြက္ ေလ့က်င့္ရသည္မွာ မလြယ္ကူလွပါ။ ထုိ႔ေၾကာင့္ 
တစ္ဦးတည္း နားေထာင္ျပီး လိုက္ဆုိရင္း အသံထြက္ကုိ ေလ့က်င့္ႏုိင္ေအာင္ 
ျပင္ဆင္ေပးထားပါသည္။ သရႏွင့္ ဗ်ည္းတုိ႔၏ အသံထြက္မ်ားသာမက 
အသံကူးေျပာင္းျခင္း ပံုစံမ်ားကုိလည္း ထည့္သြင္းေပးထားျပီး စုစုေပါင္း  
(၃၁)ပိုင္းျဖင့္ ဖြဲ႔စည္းထားပါသည္။

정답   1. ③  2. ②  3. ①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가: 지금 밖의 날씨가 어때요? က။ အခု အျပင္မွာ ရာသီဥတု ဘယ္လုိေနလဲ။ 
나: 바람이                       . ခ။ ေလတုိက္ေနပါတယ္။

 ① 가요 ② 와요

 ③ 불어요 ④ 나와요 

2.

 

버스나 지하철에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세가 많은 분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입니다.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မွာ ဦးစားေပးထိုင္ခံု ရိွပါတယ္။ ဦးစားေပးထုိင္ခံုကေတာ့ သက္ၾကီး 
ရြယ္အိုေတြ  ဒါမွမဟုတ္  မသန္စြမ္းေတြနဲ႔  ကုိယ္ဝန္ေဆာင္သည္ေတြအတြက္ ေနရာျဖစ္ပါတယ္။

 ① 입구 ② 자리

 ③ 지역 ④ 위치 

3.

 

저와 친구는 생활 습관이                    .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잡니다. 친구

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ကြ်န္ေတာ္နဲ႔ ကြ်န္ေတာ့္ သူငယ္ခ်င္းက ေနပံုထိုင္ပံု ကြာပါတယ္။ ကြ်န္ေတာ္ကေတာ့ မနက္ အေစာၾကီး ထျပီး
ေစာေစာ အိပ္ပါတယ္။ သူငယ္ခ်င္းကေတာ့ ညဥ့္နက္တဲ့အထိ စာက်က္ျပီး မနက္ ေနာက္က်မွ ထပါတယ္။

 ① 다릅니다 ② 비슷합니다

 ③ 게으릅니다 ④ 부지런합니다 

17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209208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발음 အသံထြက္             P-06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သံေျပ(ဆ)(ㅅ [s])နဲ႔ သံျပင္း (စ)(ㅆ [s’])အသံေတြ ရွိပါတယ္။ 

(1) 싸, 사 : 싸다, 사다 : 쌀, 살

(2) 딸기를 사요. 

(3) 유리가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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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파일

안내
အသံဖိုင္ 
လမ္းညႊန္

P01 - P31

Nongak
ကုိရီးယားရိုးရာဂီတတစ္မ်ဳိး

Track 01 - Track 180

MK 1

MK 2

K-1 - K-8

G06-1 - G50-2

L-06 - L-58

『한국어 표준교재』에 수록된 듣기 파일
“ကုိရီးယားဘာသာစကား အေျခခံဖတ္စာအုပ္”အသံဖိုင္

인사말 
ႏႈတ္ဆက္စကား 

미얀마어와 한국어 대조
ျ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한글 익히기 I &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၁+၂)

각 과의 문법 포인트 강의

예  G30-1 → 30과의 문법 1에 대한 포인트 강의

သင္ခန္းစာ တစ္ခုခ်င္းစီအတြက္ သဒၵါရွင္းလင္းခ်က္မ်ား
E.g.  G30-1 : အခန္း(၃ဝ)မွ သဒၵါ(၁)အတြက္ ရွင္းလင္းခ်က္

각 과의 듣기 확장 연습 

예  L-30 → 30과의 듣기 확장 연습

သင္ခန္းစာ တစ္ခုခ်င္းစီအတြက္ (အၾကား)ထပ္ေဆာင္းေလ့က်င့္ခန္း 
E.g.  L-30 : အခန္း(၃ဝ)မွ (အၾကား)ထပ္ေဆာင္းေလ့က်င့္ခန္း

발음 연습
အသံထြက္ ေလ့က်င့္ခ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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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မာတိကာ

일러두기  သိမွတ္ဖြယ္ရာမ်ား    2
목차  မာတိကာ    8
교재 구성표  သင္ခန္းစာ ဖြဲ႔စည္းပံုဇယား    10
등장 인물  ပါဝင္သူမ်ား 15
미얀마어와 한국어 대조  ျ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16

  예비편 ပဏာမ သင္ခန္းစာ  

1. 한글 익히기Ⅰ 22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၁)
2. 한글 익히기Ⅱ 38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၂)

3. 교실 한국어 60
 စာသင္ခန္းသုံး စကားမ်ား

4. 안녕하세요 62
 မဂၤလာပါ။

5. 주말 잘 보내세요 64
 ပိတ္ရက္မွာ ေအးေအးေဆးေဆး နားပါ။

  기본 생활 ေန႔စဥ္ဘဝ  

6. 저는 투안입니다 66
 ကၽြန္ေတာ့္နာမည္ ထူအန္းပါ။

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78
 ဒါ ရံုးခန္းပါ။

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90
 ၁၂ ခြဲမွာ ေန႔လယ္စာ စားတယ္။ 

9. 가족이 몇 명이에요? 102
 မိသားစုဝင္ ဘယ္ႏွေယာက္ ရွိလဲ။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114
 မေန႔က စာၾကည့္တိုက္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126
 ပန္းသီး ငါးလုံး ေပးပါ။

12.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38
 ေဆးရံုေဘးမွာ ေဆးဆိုင္ရွိတယ္။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150
 ၇ နာရီ ျမိဳ႕ေတာ္ခန္းမ ေရွ႕မွာ ေတြ႕မယ္။

14.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162
 ကၽြန္ေတာ္ကေတာ့ ထမင္းသုပ္ စားမယ္။

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174 
 ရာသီဥတု သာယာလို႔ စိတ္ေ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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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및 여가 생활 ေန႔စဥ္ဘဝႏွင့္ အပန္းေျဖဘဝ  

16.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186
  အခ်ိန္ရတဲ့အခါ တင္းနစ္ရိုက္ဖို႔ ပံုမွန္ သြားပါတယ္။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98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210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 စီးျပီး သြားပါတယ္။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222
  ဟန္းဂု ပရိေဘာဂကပါလားခင္ဗ်ာ။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234
 ကၽြန္ေတာ္ ပန္းကန္ ေဆးလိုက္မယ္။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246
 ထမင္းဝိုင္း ျပင္တာ ကူေပးရမလား။

22. 무단횡단을 하면 안 돼요 258
 စည္းမဲ့ကမ္းမဲ့ လမ္းျဖတ္မကူးပါနဲ႔။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돼요 270
 လူၾကီးကုိဆုိရင္ လက္ႏွစ္ဖက္နဲ႔ ပစၥည္းေပးရပါတယ္။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282
 ကုိရီးယားကား ၾကည့္ရင္း စာေလ့လာတယ္။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294
 တနဂၤေႏြေန႔တိုင္း ဘုရားေက်ာင္း သြားတယ္။

  공공기관 ရံုးဌာန သြားေရာက္ျခင္းမ်ား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306
 ထမင္းစားျပီးေနာက္မွ ဒီေဆးကုိ ေသာက္ပါ။

27. 어디가 아프십니까? 318
 ဘယ္ေနရာက နာတာလဲ။

28.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330
 ဘဏ္စာအုပ္ လုပ္ဖုိ႔ လာတာပါ။

29.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342
 ဖိလစ္ပိုင္သုိ႔ ပုိ႔စကတ္ ပုိ႔ခ်င္လုိ႔ပါ။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354
 အဲဒီမွာ တုိက္ကြမ္ဒုိ သင္လို႔ရလား။ 

  부록 ေနာက္ဆက္တြဲ  

 어휘 색인 366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불규칙 용언 활용표 376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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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표 သင္ခန္းစာ ဖြဲ႔စည္းပံုဇယား 1권

주제
အေၾကာင္း

အရာ

과
အခန္း

제목
ေခါင္းစဥ္ 

기능/직무 구조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

어휘
ေဝါဟာရ 

문법
သဒၵါ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예
비
편

1
한글 익히기 Ⅰအေျခခံ
စကားလံုးမ်ားေလ့လာျခင္း(၁)

2
한글 익히기 Ⅱအေျခခံ
စကားလံုးမ်ားေလ့လာျခင္း(၂)

3
교실 한국어 
စာသင္ခန္းသုံးစကားမ်ား

4 안녕하세요 မဂၤလာပါ။

5
주말 잘 보내세요
ပိတ္ရက္မွာ 
ေအးေအးေဆးေဆး နားပါ။

기
본
생
활

6
저는 투안입니다

ကၽြန္ေတာ့္နာမည္ ထူအန္းပါ။
자기소개하기

မိမိကုိယ္ကုိ မိတ္ဆက္ျခင္း 

나라 
ႏိုင္ငံ
직업 
အလုပ္အကုိင္

입니다
입니까

인사 예절

ႏႈတ္ဆက္တဲ့ ယဥ္ေက်းမႈ

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ဒါ ရံုးခန္းပါ။

장소 및 물건 묻고
대답하기

ေနရာႏွင့္ ပစၥည္းအေၾကာင္း 
အေမးအေျဖ 

장소 
ေနရာ
물건 
ပစၥည္း 

이/가

이에요/예요

한국의 좌식 문화

ၾကမ္းျပင္မွာ ထုိင္တဲ့ ဓေလ့
생활필수품 
လူေနမႈအသုံးအေဆာင္
ပစၥည္းမ်ား

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
요

၁၂ ခြဲမွာ ေန႔လယ္စာ စားတယ္။

일과 시간 묻고 대답하기

ေန႔စဥ္လႈပ္ရွားမႈနဲ႔ 
အခ်ိန္အေၾကာင္း အေမးအေျဖ

일과 
ေန႔စဥ္လႈပ္ရွားမႈ
시간 
အခ်ိန ္

–아요/어
요

에(시간)

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အခ်ိန္မွန္မွန္ ရံုးတက္ၾကစို႔။

9
가족이 몇 명이에요?

မိသားစုဝင္ ဘယ္ႏွေယာက္ 
ရွိလဲ။

가족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

မိသားစုအေၾကာင္း 
အေမးအေျဖ

가족 
မိသားစု
외모와 성격 
ရုပ္သြင္ျပင္နဲ႔ စရိုက္လကၡဏာ

하고

에(장소)

높임말과 반말

ယဥ္ေက်းတဲ့ အသုံးနဲ႔ 
သူငယ္ခ်င္းအသုံး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
를 공부했어요 

မေန႔က စာၾကည့္တိုက္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날짜와 장소 묻고  
대답하기

ရက္စြဲႏွင့္ ေနရာ အေမးအေျဖ

날짜와 요일 
ရက္စြဲႏွင့္ ေန႔မ်ား
장소 및 동작 
ေနရာႏွင့္ အျပဳအမူ

–았/었–

에서

한국의 공휴일

အစုိးရရံုးပိတ္ရက္မ်ား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ပန္းသီး ငါးလုံး ေပးပါ။
물품 구매하기

ပစၥည္း ဝယ္ျခင္း

과일과 식료품 
အသီးႏွင့္ စားေသာက္ကုန္မ်ား 
화폐 및 물품 구매 
ေငြေၾကးႏွင့္ ပစၥည္းဝယ္ယူျခင္း

주세요

–아/어 주
세요

의류

အဝတ္အစားမ်ား

12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ဆးရံုေဘးမွာ 
ေဆးဆုိင္ရွိတယ္။

위치와 길 찾기

ေနရာႏွင့္လမ္းရွာျခင္း

이동 동사 
ေရြ႔လ်ားမႈျပ ၾကိယာမ်ား
위치와 방향 
ေနရာႏွင့္ ဦးတည္ရာ

–(으)세요

(으)로

길거리 
လမ္း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၇နာရီ ျမိဳ႕ေတာ္ခန္းမ ေရွ႕မွာ 
ေတြ႔မယ္။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တြ႔မယ့္အခ်ိန္နဲ႔ ေနရာကုိ 
သတ္မွတ္ျခင္း

상태 1 
အေျခအေန(၁)
상태 2 
အေျခအေန(၂) 

–고 싶다

–(으)ㄹ까
요

한국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약속 
ကုိရီးယားလူမ်ဳိးေတြ
ႏႈတ္ဆက္တဲ့သေဘာနဲ႔
ေျပာတဲ့ ခ်ိန္းဆိုျခင္း

14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ကၽြန္ေတာ္ကေတာ့ ထမင္းသုပ္ 
စားမယ္။

음식 주문하기

အစားအေသာက္ မွာျခင္း

식당 
စားေသာက္ဆိုင္မ်ား
음식의 맛 
အစားအေသာက္ အရသာ

–(으)ㄹ래
요

안

음식 메뉴

အစားအေသာက္ မီႏ်ဴး

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ရာသီဥတု သာယာလို႔ 
စိတ္ေပ်ာ္တယ္။

날씨와 기분 이야기하기

ရာသီဥတုႏွင့္ 
ခံစားခ်က္အေၾကာင္း ေျပာျခင္း

날씨와 계절 
ရာသီဥတုႏွင့္ ဥတုရာသီ
기분과 감정 
ခံစားမႈႏွင့္ ခံစားခ်က္ 

–네요

–아서/어
서

한국의 사계절

ကုိရီးယားရဲ႕ (၄)ရာသီ

16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
스를 치러 가요 

အခ်ိန္ရတဲ့အခါ တင္းနစ္ရိုက္ဖို႔
ပံုမွန္ သြားပါတယ္။

취미 이야기하기

ဝါသနာအေၾကာင္း ေျပာျခင္း

취미 
ဝါသနာ
운동 
အားကစား

–(으)ㄹ 때

–(으)러 가
다

취미 활동 프로그램

ဝါသနာႏွင့္ အေပ်ာ္တမ္း 
သင္တန္းမ်ား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여행 경험 및

계획 이야기하기

ခရီးအေတြ႔အၾကံဳႏွင့္ 
အစီအစဥ္အေၾကာင္း ေျပာျခင္း

여행지

ခရီးသြားေဒသမ်ား
여행 준비와 활동

ခရီးထြက္ရန္ ျပင္ဆင္ျခင္းႏွင့္ 
လုပ္ေဆာင္မႈမ်ား

–아/어 보
다

–(으)ㄹ 거
예요

한국의 관광지

ကိုရီးယားရွိ လည္ပတ္စရာ 
ေနရာမ်ား

ပဏ
ာမ သ

င္ခန္းစာ
ေန႔စဥ္ဘ

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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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အေၾကာင္း

အရာ

과
အခန္း

제목
ေခါင္းစဥ္ 

기능/직무 구조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

어휘
ေဝါဟာရ 

문법
သဒၵါ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일
상

및

여
가
생
활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 စီးျပီး 
သြားပါတယ္။

교통수단과 소요 시간 
말하기 
လမ္းပန္းဆက္သြယ္ေရးႏွင့္ 
ၾကာခ်ိန္အေၾကာင္း ေျပာျခင္း

교통 
လမ္းပန္းဆက္သြယ္ေရး
이동 
သြားေရးလာေရး

(이)나

에서 까지

대중교통 이용 방법
အမ်ားသုံးယာဥ္မ်ား 
အသုံးျပဳနည္း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ဟန္းဂု 
ပရိေဘာဂကပါလားခင္ဗ်ာ။

전화하기

ဖုန္းေခၚဆိုျခင္း

인터넷에 대해 말하기

အင္တာနက္အေၾကာင္း

ေျပာဆိုျခင္း

전화 
ဖုန္း 
인터넷 
အင္တာနက္

–지요

–고

생활에 유용한  
전화번호
အသုံးဝင္ေသာ 
ဖုန္းနံပါတ္မ်ား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ကၽြန္ေတာ္ 
ပန္းကန္ေဆးလိုက္မယ္။

집안일 부탁하기 
အိမ္အလုပ္ 
အကူအညီေတာင္းျခင္း
집안일 말하기 
အိမ္အလုပ္အေၾကာင္း 
ေျပာျခင္း

청소 
သန္႔ရွင္းေရး 
집안일 
အိမ္မႈကိစၥမ်ား 

–(으)ㄹ게
요

–는 것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အမႈိက္ခြဲျခားစြန္႔ပစ္ျခင္း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
요?
ထမင္းဝိုင္းျပင္တာ 
ကူေပးရမလား။

설명하기 
ရွင္းျပျခင္း
허락 구하기 
ခြင့္ေတာင္းျခင္း 

약속 
ခ်ိန္းဆုိျခင္း
초대 
ဖိတ္ၾကားျခင္း

–는데/–
(으)ㄴ데

–(으)ㄹ까
요

집들이 선물
အိမ္တက္လက္ေဆာင္ 

22
무단횡단을 하면 안 돼요
စည္းမဲ့ကမ္းမဲ့ 
လမ္းျဖတ္မကူးပါနဲ႔။

금지하기 
တားျမစ္ျခင္း
이유 말하기 
အေၾကာင္းရင္းေျပာျပျခင္း

금지 
တားျမစ္ခ်က္မ်ား
하면 안 되는 행동 
ေရွာင္ရန္မ်ား

–(으)면 안 
되다

–(으)니까

공공장소 표지판
အမ်ားသုံးေနရာ အသိေပး 
ဆိုင္းဘုတ္မ်ား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돼요
လူၾကီးကုိဆိုရင္ လက္ႏွစ္ဖက္နဲ႔ 
ပစၥည္းေပးရပါတယ္။

높임말 말하기
ယဥ္ေက်းစြာ သုံးႏႈန္းေျပာဆိုျခင္း
조언하기
အၾကံဥာဏ္ေပးျခင္း

어휘 높임
ယဥ္ေက်းေသာ စကားလံုးမ်ား
생활 예절
ယဥ္ေက်းေသာ အမူအက်င့္မ်ား

–(으)시–

–아야/어
야 되다/하
다

한국인들에게 나이란?
ကိုရီးယားလူမ်ဳိးေတြအတြက္ 
အသက္ဆိုတာ။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
해요
ကုိရီးယားကား ၾကည့္ရင္း 
စာေလ့လာတယ္။

공부 방법 말하기 
စာေလ့လာနည္းအေၾကာင္း 
ေျပာျခင္း 
신청 방법 설명하기 
ေလွ်ာက္ထားနည္း ရွင္းျပျခင္း

공부 
စာေလ့လာျခင္း
교육 
သင္တန္းမ်ား

–(으)면서

–기 쉽다/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သင္တန္းမ်ား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တနဂၤေႏြေန႔တိုင္း 
ဘုရားေက်ာင္း သြားတယ္။

빈도 표현하기 
အၾကိမ္အေရအတြက္ ေျပာျခင္း
소원 말하기 
ဆႏၵအေၾကာင္း ေျပာျခင္း 

종교 
ဘာသာေရး 
종교 활동 
ဘာသာေရးလႈပ္ရွားမႈမ်ား

마다

–았으면/었
으면 좋겠다

종교 행사
ဘာသာေရး ပြဲေတာ္မ်ား

공
공
기
관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ထမင္းစားျပီး ေနာက္မွ 
ဒီေဆးကုိ ေသာက္ပါ။

순서 말하기 
အလွည့္အေၾကာင္း ေျပာျခင္း 
금지하기 
တားျမစ္ျခင္း

신체 
ခႏၶာကိုယ္
증상 
ေရာဂါလကၡဏာမ်ား

–(으)ㄴ 후
에

–지 마세
요

가정 비상약
အိမ္သံုး အေရးေပၚေဆး

27 어디가 아프십니까? 
ဘယ္ေနရာက နာတာလဲ။

조건 말하기 
သတ္မွတ္ခ်က္အေၾကာင္း 
ေျပာျခင္း
증상 묻고 대답하기
ေရာဂါလကၡဏာအေၾကာင္း 
အေမးအေျဖ 

병원 
ေဆးရံု
치료 
ေဆးကုသမႈ

–(으)면

–ㅂ/습니
까, –ㅂ/습
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진료 안내 
ႏို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စင္တာ
ေဆးကုသမႈ လမ္းညႊန္

28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ဘဏ္စာအုပ္လုပ္ဖို႔ လာတာပါ။

의도 말하기 
ရည္ရြယ္ခ်က္ေျပာျခင္း
방법 표현하기 
နည္းလမ္းေျပာျခင္း

은행 
ဘဏ္
은행 업무/현금인출기 
ဘဏ္လုပ္ငန္းမ်ားႏွင့္ ATM

–(으)려고

–(으)면 되
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금융 서비스
ႏုိ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သီးသန္႔ ဘဏ္ဝန္ေဆာင္မႈ

29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
고 싶은데요 
ဖိလစ္ပိုင္သုိ႔ ပို႔စကတ္ 
ပို႔ခ်င္လုိ႔ပါ။

편지 보내기 
စာပို႔ျခင္း
요청하기 
ေတာင္းဆိုျခင္း

우편물 
စာ
소포/택배 
ပါဆယ္/ပစၥည္း 
သယ္ယူပုိ႔ေဆာင္ျခင္း 

(으)로

–(으)십시
오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 
ႏိုင္ငံတကာ
အျမန္ေခ်ာပုိ႔ဝန္ေဆာင္မႈ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အဲဒီမွာ တုိက္ကြမ္ဒုိ 
သင္လို႔ရလား။

이용 문의하기 
အသုံးျပဳနည္း ေမးျမန္းျခင္း
교육 신청하기 
သင္တန္းေလွ်ာက္ထားျခင္း 

교육 및 서비스 
သင္တန္းမ်ား၊ ဝန္ေဆာင္မႈမ်ား
외국인력 지원 센터  
이용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ထာက္ပံ့ေရးစင္တာ အသုံးျပဳျခင္း

–(으)ㄹ 수 
있다/없다

–(으)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기관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ထာက္ပံ့ေရး ရံုးဌာနမ်ား

ေန႔စဥ္ဘ
ဝႏွင့္ အ

ပန္းေျဖဘ
ဝ

ရံုးဌာန သ
ြားေရာက္

ျခင္း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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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표 သင္ခန္းစာ ဖြဲ႔စည္းပံုဇယား 2권

주제
အေၾကာင္း

အရာ

과
အခန္း

제목
ေခါင္းစဥ္ 

기능/직무 구조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

어휘
ေဝါဟာရ 

문법
သဒၵါ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한
국
에

대
한

이
해

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ကၽြန္ေတာ္တို႔ ဇာတိမွာက 
ဆိုးလ္မွာထက္ 
ေလေကာင္းေလသန္႔ ပိုရတယ္။

날씨 표현하기 
ရာသီဥတုအေၾကာင္း
ေျပာျခင္း
비교하기 
ႏႈိင္းယွဥ္ျခင္း

날씨 
ရာသီဥတု
도시의 특성 
ျမိဳ႕ျပရဲ႕ထူးျခားခ်က္

–지만

보다

한국의 행정구역
အုပ္ခ်ဳပ္ေရးျမိဳ႕ေတာ္မ်ား

32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
요
အပူဆံုးေန႔မွာ
ဂ်င္ဆင္းၾကက္ေပါင္း
စားပါတယ္။ 

한국의 음식 문화 알기 
ကုိရီးယားရဲ႕ အစားအေသာက္ 
ယဥ္ေက်းမႈကုိေလ့လာျခင္း
조리법 설명하기 
ဟင္းခ်က္နည္းရွင္းျပျခင္း

계절 음식 
ရာသီေပၚစာ
재료 및 조리법 
ပါဝင္ပစၥည္းႏွင့္
ခ်က္ျပဳတ္နည္း

–(으)ㄴ

–아서/어
서

특별한 날 먹는 음식
ေန႔ထူးေန႔ျမတ္မွာ စားတဲ့ 
အစားအစာမ်ား

33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ဆုံးေျဖာင္း(ေကာက္ညႇင္းမုန္႔)
ကုိယ္တုိင ္

လုပ္ၾကည့္လုိ႔ရပါတယ္။

추측하기 
မွန္းဆျခင္း
계획 말하기 
အစီအစဥ္အေၾကာင္းေျပာျခင္း

설날 
ကုိရီးယားရိုးရာႏွစ္ကူးေန႔
추석 
ေကာက္သစ္စားပြဲေန႔

–겠–

–는

한국의 명절
ကုိရီးယားရဲ႕ ပြဲေတာ္မ်ား

34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ကေလးဝတ္အက်ႌ
လက္ေဆာင္ေပးရင္
ဘယ္လို ေနမလဲ။

추천하기 
ေထာက္ခံအားေပးျခင္း
순서 말하기 
အလွည့္စဥ္ေျပာျခင္း

특별한 날 
ေန႔ထူးေန႔ျမတ္
결혼 문화 
ထိမ္းျမားမဂၤလာ ယဥ္ေက်းမႈ

–는 게 어때
요

–고 나서

한국인의 경조사
သာေရးနာေရးမ်ား

35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
아요 
ကုိရီးယားကားေတြက 
စိတ္ဝင္စားစရာ 
ေကာင္းတယ္မဟုတ္လား။

이유 말하기 
အေၾကာင္းရင္းေျပာျပျခင္း
추측하기 
မွန္းဆျခင္း

한류 
ကုိရီးယားေရစီးေၾကာင္း
K-POP & Drama 
경제 및 산업 
စီးပြားေရးႏွင့္ စက္မႈလုပ္ငန္း

–잖아요

–는/(으)ㄴ 
것 같다

한류 여행
Korea Drama & K-POP 
ခရီး

직
장
문
화

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သပ္ရပ္ေသာ အသြင္အျပင္က
ၾကည့္ေကာင္းတယ္။

복장 설명하기 
ဝတ္စံုရွင္းျပျခင္း
충고하기 
အၾကံဥာဏ္ေပးျခင္း

복장 
အဝတ္အစား
태도 
အျပဳအမူ

–아/어 보
이다

–게

작업 현장의 복장
အလုပ္ခြင္ဝတ္စံု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အဝင္အထြက္တံခါးကုိ 
ဆက္ဆက္ ပိတ္ၾကရေအာင္။

기숙사 주의사항 알리기 
အေဆာင္တြင္ သတိျပဳရမည့္ 
အခ်က္မ်ား အသိေပးျခင္း 

기숙사 
အေဆာင္
냉난방기 
အဲကြန္း+ဘိြဳင္လာ

–(으)ㅂ시
다

–는 동안

한국의 주거 형태
ကုိရီးယားလူေနမႈဓေလ့

38 일할 맛이 나요
အလုပ္လုပ္ရက်ဳိးနပ္တယ္။

직장의 분위기 소개하기 
အလုပ္ခြင္အေနအထား
မိတ္ဆက္ျခင္း
동료와의 갈등 표현하기 
လုပ္ေဖာ္ကုိင္ဖက္ၾကားက
ပဋိပကၡအေၾကာင္းေျပာျခင္း

직장의 분위기 
အလုပ္ခြင္အေနအထား
동료와의 갈등 
လုပ္ေဖာ္ကုိင္ဖက္ၾကားက 
ပဋိပကၡ

–는/–(으)
ㄴ 편이다

–다고 하
다

직장 내에서의 호칭 
အလုပ္ခြင္ 
အေခၚအေဝၚမ်ား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ဒီေန႔ ကုမၸဏီညစာစားပြဲ
လုပ္ရေအာင္လို႔ေျပာတယ္။

회식 일정 공지하기 
ကုမၸဏီညစာစားပြဲ အစီအစဥ္ 
ေၾကညာျခင္း
새 직원 소개하기 
ဝန္ထမ္းသစ္ မိတ္ဆက္ျခင္း

회식 
ကုမၸဏီညစာစားပြဲ 
직장에서의 모임 
အလုပ္ခြင္မွ 
စုေဝးေတြ႔ဆုံျခင္းမ်ား

–자고 하
다

–(으)라고 
하다

한국의 회식 문화
ကိုရီးယားရဲ႕ ကုမၸဏီ
ညစာစားပြဲ ယဥ္ေက်းမႈ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စိတ္က်ဥ္းက်ပ္မႈကုိ ခံစား
ရတယ္ဆိုရင္ အဲဒါ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မာက္ပါတယ္။

성희롱 예방 조언하기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ၾကိဳတင္ကာကြယ္နည္း 
အၾကံျပဳခ်က္
성추행에 대한 강의 듣기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ပို႔ခ်ခ်က္ နားေထာင္ျခင္း

성희롱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성희롱 대처 방법 
ကာမဆိုင္ရာ အသားယူ
ေျပာဆိုမႈ ေျဖရွင္းနည္း

–냐고 하
다

간접화법의 
축약형

성희롱의 개념과 처
벌
ကာမဆိုင္ရာအသား
ယူေျပာဆိုမႈ 
အတိုင္းအတာႏွင့္ 
ျပစ္ဒဏ္မ်ား 

41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ဝက္အူလွည့္နဲ႔ လုပ္ၾကည့္ပါ။

작업 도구 제안하기 
ပစၥည္းကိရိယာမ်ား သုံးေစျခင္း
작업 상황 설명하기 
အလုပ္ခြင္အေျခအေနရွင္းျပျခင္း

제조업 수공구 
ကုန္ထုတ္လုပ္ငန္းသုံးပစၥည္းမ်ား
제조업 기계 
ကုန္ထုတ္လုပ္ငန္းသုံး စက္မ်ား

(으)로

–고 있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
အလုပ္ခြင္တြင္ 
လိုအပ္ေသာ 
ပစၥည္းကိရိယာမ်ား

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
지 알아요?
ဒီစက္ကုိ ဘယ္လို ကိုင္ရလဲ 
သိလား။

기계 작동법 설명하기 
စက္လည္ပတ္ပံု ရွင္းျပျခင္း 
작업 보고하기 
အလုပ္အစီရင္ခံျခင္း

기계 작동 
စက္လည္ပတ္ျခင္း
포장 작업 
ပါကင္ပိတ္ျခင္း

–는지 알
다/모르다

–(으)ㄹ 것 
같다

안전한 도구 및

기계 사용법
စက္ႏွင့္ ပစၥည္းမ်ား 
ေဘးကင္းစြာ အသုံးျပဳနည္း

ကို
ရီးယ

ားႏုိင္ငံအ
ေၾက

ာင္း 
အ

လု
ပ္ခြင္ ယ

ဥ္ေက
်း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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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အေၾကာင္း

အရာ

과
အခန္း

제목
ေခါင္းစဥ္ 

기능/직무 구조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

어휘
ေဝါဟာရ 

문법
သဒၵါ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직
장
생
활

43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ကြန္ကရစ္သံေခ်ာင္းကုိ 
ေရႊ႕ထားပါ။

작업 지시하기 
အလုပ္တာဝန္ညႊန္ၾကားျခင္း
작업 확인하기 
အလုပ္တာဝန္ စစ္ေဆးျခင္း

건설 현장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ခြင္
유통업 포장 
ပို႔ေဆာင္ေရးလုပ္ငန္း 
ပါကင္ထုပ္ျခင္း 

–아/어 놓다

–지요

건설 현장의 중장비
ေဆာက္လုပ္ေရးလုပ္ငန္းခြင္ 
စက္ယႏၱရားမ်ား

44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ဆးသုတ္ထားတာမုိ႔ပါ။

작업장 환경 묘사하기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 
ပံုေဖာ္ျပျခင္း
정리 정돈 말하기 
ေနရာတက်ထားရန္ ေျပာျခင္း

작업장 환경 
အလုပ္ခြင္ပတ္ဝန္းက်င္
အေနအထား 
폐기물과 정리 도구 
စြန္႔ပစ္ပစၥည္း သိမ္းဆည္းစက္

–거든요

–아지다/어지
다

작업 도구 정리 정돈 
အလုပ္ခြင္သံုး ကိရိယာမ်ား
ေနရာတက် ထားရွိျခင္း

45 호미를 챙겼는데요
ေျမဆြတံစဥ္ကုိ ယူလာပါတယ္။

작업 변경 요구하기 
အလုပ္အေျပာင္းအလဲ 
ေတာင္းဆိုျခင္း
작업 요청하기
အလုပ္ေတာင္းခံျခင္း 

농업 1 
စိုက္ပ်ဳိးေရး ၁ 
농업 2 
စိုက္ပ်ဳိးေရး ၂

–는데요

–기 전에
한국 농촌의 사계절 
ေက်းလက္ရဲ႕ ေလးရာသီ

46 더 신경 쓰도록 하자
ပို ဂရုစုိက္ၾကရေအာင္။

문제 원인 찾기 
ျပႆနာဇစ္ျမစ္ရွာျခင္း
해결 방안 말하기 
ေျဖရွင္းမည့္နည္းလမ္း
အေၾကာင္းေျပာျခင္း

축산업 
ေမြးျမဴေရးလုပ္ငန္း
어업 
ငါးဖမ္းလုပ္ငန္း

–도록 하다
–게 되다

축산업과 어업 현장
의 직업
ေမြးျမဴေရးႏွင့္ ေရလုပ္ငန္း
လုပ္ငန္းခြင္မွတာဝန္မ်ား

47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ကုန္လက္က်န္ အေျခအေနကုိ 
သိဖို႔ အေရးၾကီးတယ္။

업무 관리하기 
အလုပ္တာဝန္ ၾကီးၾကပ္ျခင္း
업무 실수 말하기 
အလုပ္ခြင္အမွားအယြင္း
အေၾကာင္းေျပာျခင္း

창고 관리 
ဂိုေဒါင္ၾကီးၾကပ္ျခင္း
가구 제조 
ပရိေဘာဂ ထုတ္လုပ္ျခင္း 

– 는 것이 중요
하다

–(으)ㄹ 것이다

직장에서의 칭찬  
노하우 
အလုပ္ခြင္တြင္း 
ခ်ီးက်ဴးစကား
ေျပာျခင္း

48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မထိခုိက္မိေအာင္သတိထားပါ။

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

말하기
စက္ကုိင္ခ်ိန္ 
သတိျပဳရမည့္အခ်က္မ်ား
အေၾကာင္း ေျပာျခင္း
위험 상황 대처하기
အႏၱရာယ္အေျခအေန
ကုိင္တြယ္ေျဖရွင္းျခင္း

기계 작업 
စက္ကုိင္ျခင္း
재해 
ထိခိုက္မႈမ်ား

– (으)ㄴ 적이 
있다/없다

– 지 않도록 조
심하다

작업장 사고 
အလုပ္ခြင္ မေတာ္တဆမႈ

49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
칠 수 있어요
လုံျခံဳေရးဖိနပ္ မစီးရင္ 
အႏၱရာယ္ရတတ္တယ္။

위험 상황 예방하기 
အႏၱရာယ္ ၾကိဳတင္ကာကြယ္ျခင္း
위험 가능성 경고하기 
အႏၱရာယ္ရွိႏုိင္မႈ သတိေပးျခင္း

보호구 
အကာအကြယ္ပစၥည္းမ်ား
작업장 사고 
အလုပ္ခြင္မေတာ္တဆမႈ

–(으)ㄹ 수 있다

–기 때문에

신체 기관과 보호구 
ကုိယ္ခႏၶာအစိတ္အပိုင္းမ်ား
ႏွင့္ 
အကာအကြယ္ပစၥည္းမ်ား

50
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ၾကိဳးၾကိဳးစားစားလုပ္ေပးတဲ့
ေက်းဇူးေၾကာင့္ပါ။

업무 평가하기 
အလုပ္ခြင္အကဲျဖတ္ျခင္း
건강 말하기 
က်န္းမာေရးအေၾကာင္းေျပာျခင္း

안전 수칙 
လုံျခံဳေရးစည္းကမ္းမ်ား
건강 증진 
က်န္းမာေရး ေကာင္းလာျခင္း

–(으)ㄴ 덕분에

–기로 하다

건강을 위한 스트레
칭 
က်န္းမာေရးအတြက္ 
အေၾကာေလွ်ာ့ျခင္း

법
령

및

제
도

51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ကုိရီးယားကုိ သြားျပီး 
အလုပ္လုပ္ခ်င္ပါတယ္။

고용허가제에 대해

묻고 답하기
EPS စနစ္အေၾကာင္း 
အေမးအေျဖ
EPS-TOPIK에 대해

문의하기

EPS-TOPIK 
စာေမးပြဲအေၾကာင္း အေမးအေျဖ

고용허가제 
EPS စနစ္အေၾကာင္း 
한국어 능력시험
EPS-TOPIK စာေမးပြဲ 

EPS–TOPIK 
신청서 작성하
기 
EPS–TOPIK
စာေမးပြဲေဖာင္ 
ျဖည့္ျခင္း

고용허가제 이해하기
EPS စနစ္အေၾကာင္း 
ေလ့လာျခင္း 

52

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
에요
လုပ္ငန္းခြင္အေျခအေနက 
ေကာင္းတဲ့သေဘာရွိတယ္။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하기
အလုပ္စာခ်ဳပ္အေၾကာင္း
ေမးျမန္းျခင္း
근로 계약 체결하기 
အလုပ္စာခ်ဳပ္ခ်ဳပ္ဆိုျခင္း

근로 조건 
အလုပ္အခ်က္အလက္မ်ား
취업 절차 
အလုပ္ရွာျခင္း အဆင့္ဆင့္

표준근로계약
서 작성하기 
အလုပ္စာခ်ဳပ္
ျဖည့္စြက္ျခင္း

표준근로계약서
အလုပ္စာခ်ဳပ္

လု
ပ္ငန္းခြင္ဘ

ဝ
ဥပေဒႏွင့္ စ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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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표 သင္ခန္းစာ ဖြဲ႔စည္းပံုဇယား 2권

주제
အေၾကာင္း

အရာ

과
အခန္း

제목
ေခါင္းစဥ္ 

기능/직무 구조
သင္ခန္းစာအေၾကာင္းအရာ

어휘
ေဝါဟာရ 

문법
သဒၵါ 

정보/문화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법
령

및

제
도

53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င္ငံျခားသား မွတ္ပံုတင္ လုပ္ဖို႔ 
သြားမယ္။ 

입국 심사 받기 
ျပည္ဝင္စစ္ေဆးမႈခံယူျခင္း
외국인 등록하기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ခင္း

입국 절차 
ျပည္ဝင္လုပ္ငန္းစဥ္မ်ား
외국인 등록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ခင္း

취업 교육

이해하기 
အလုပ္ခြင္သင္တန္း
အေၾကာင္း 

외국인 등록 
ႏုိင္ငံျခားသားမွတ္ပံုတင္ျခင္း

54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အာမခံေၾကးေလွ်ာက္မလို႔ပါ။

보험 가입하기 
အာမခံထားျခင္း
보험금 청구하기 
အာမခံေၾကး ေတာင္းခံျခင္း

보험 가입 
အာမခံထားျခင္း
보험금 청구 
အာမခံေၾကး ေတာင္းခံျခင္း

보험 안내

이해하기
အာမခံ 
လမ္းညႊန္မ်ား 
ေလ့လာျခင္း

외국인 근로자 보험 
ႏုိ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အာမခံ

55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လစာေျပစာကုိ စစ္ၾကည့္ပါ။

급여 명세서 확인하기 
လစာေျပစာ စစ္ေဆးျခင္း
수당 확인하기 
လုပ္အားခ စစ္ေဆးျခင္း

급여와 세금
လစာႏွင့္ အခြန္ေငြ 
수당 
လုပ္အားခ 

급여 명세서
읽기  
လစာေျပစာ 
ဖတ္ျခင္း

월급
လစာ

56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ရာသီပိတ္ရက္ရွည္
အစီအစဥ္ဆြဲျပီးျပီလား။

휴가 알아보기 
ပိတ္ရက္အေၾကာင္း 
ေလ့လာျခင္း
병가 신청하기 
ေဆးခြင့္တင္ျခင္း

휴가 
ခြင့္ရက္ရွည္ 
병가 
ေဆးခြင့္

휴가 신청서

이해하기
ခြင့္ရက္ရွည္
ေလွ်ာက္ထားျခင္း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이해
ပိတ္ရက္ဆိုင္ရာ
အလုပ္သမားဥပေဒ
အေၾကာင္း

57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အလုပ္ေျပာင္းခ်င္လုိ႔ပါ။

사업장 변경 절차

알아보기
အလုပ္ရုံ ေျပာင္းျခင္း လုပ္ငန္းစဥ္
ေလ့လာျခင္း 
일시 출국 절차 확인하기 
ေခတၱျပန္ျခင္း လုပ္ငန္းစဥ္
ေလ့လာျခင္း

사업장 변경 
အလုပ္ရံု ေျပာင္းျခင္း 
조기 귀국과 일시 출국 
ေစာျပန္ျခင္းႏွင့္ ေခတၱျပန္ျခင္း

재입국

허가 동의서

이해하기
ျပည္ျပန္ဝင္ခြင့္ 
သေဘာတူစာ
အေၾကာင္း
နားလည္ျခင္း

사업장 변경
အလုပ္ရံု ေျပာင္းျခင္း

58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နထိုင္ခြင့္သက္တမ္း 
တိုးျပီးရင္ ဆက္ဆက္ 
အေၾကာင္းၾကားရမယ္။

체류 연장 절차 알아보기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
လုပ္ငန္းစဥ္ ေမးျမန္းျခင္း 
체류 자격 변경 이해하기 
ေနထိုင္ခြင့္ဗီဇာအေၾကာင္း 

체류 기간 연장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ခင္း
체류 자격 
ေနထိုင္ခြင့္ဗီဇာ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하기
ေနထိုင္ခြင့္
သက္တမ္းတိုး
ေဖာင္ ျဖည့္ျခ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နထိုင္ခြင့္သက္တမ္းတိုး
ေလွ်ာက္ထားျခင္း

직
장
생
활
용
어

59
산업 안전 Ⅰ
လုပ္ငန္းခြင္တြင္း ေဘးကင္း 
လုံျခံဳမွဳ ၁

산업 안전표지 익히기 
စက္မႈလုပ္ငန္းဆိုင္ရာ
ေဘးကင္းေရးေဆာင္ပုဒ္မ်ား
မွတ္သားျခင္း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ကုန္ပစၥည္းထုတ္လုပ္မႈ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
မွတ္သားျခင္း

산업 안전표지 
စက္မႈလုပ္ငန္းဆိုင္ရာ
ေဘးကင္းေရးေဆာင္ပုဒ္မ်ား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ကုန္ပစၥည္းထုတ္လုပ္မႈ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

직업병 
အလုပ္ေရာဂါ

60
산업 안전 Ⅱ
လုပ္ငန္းခြင္တြင္း ေဘးကင္း 
လုံျခံဳမွဳ ၂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ကုန္ပစၥည္းထုတ္လုပ္မႈ
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မ်ား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ဆာက္လုပ္ေရးလုပ္ငန္း
ဆိုင္ရာ လိုက္နာရန္ စည္းမ်ဥ္း
မ်ား မွတ္သားျခင္း

직업병 예방
အလုပ္ေရာဂါ ကာကြယ္ေရး

ဥပေဒႏွင့္ စနစ္မ်ား
အ

လု
ပ္ခြင္သံု

း စက
ားလံု

း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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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인물 ပါဝင္သူမ်ား

선생님 ဆရာမ

리한 ရီဟန္
ပါကစၥတန္

바루 ဘာရူ
အင္ဒိုနီးရွား

투안 ထူအန္း
ဗီယက္နမ္ 

아딧 အာဒစ္
ထိုင္း

카림 ခါရင္း
ဥဇဘက္ကစၥတန္

리리 လီလီ
တရုတ္

흐엉 ဟူေအာင္း
ဗီယက္နမ္

수피카 ဆူဖီခါ 
ထိုင္း

모니카 မုိနီခါ
သီရိလကာၤ

수루 ဆူရူ
တရုတ္ 

바트 ဘာထု
မြန္ဂို

타타 ထာထာ
အင္ဒိုနီးရွား

칸 ခန္း
ကေမာၻဒီးယား

이반 အီဗန္
ဥဇဘက္ကစၥတန္

인디카 အင္ဒီခါ
သီရိလကာၤ

박지훈 ဘတ္ဂ်ီဟြန္း
ကုိရီးယား

이미영 အီမီေယာင္း
ကုိရီးယား

김건우 ဂင္ေဂၚႏူ
ကုိရီးယား

정소희 ေဂ်ာင္ဆိုဟီး
ကုိရီးယား

이민우 အီမင္ႏူ 
ကုိရီး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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ဘာသာစကားအုပ္စု 1

ျမန္မာဘာသာစကားက တရုတ္-တိဘက္ ဘာသာစကားအုပ္စုမွာ ပါဝင္ျပီး ကိုရီးယားဘာသာစကားကေတာ့ 
အာလ္တုိက္(Altaic)ဘာသာစကားအုပ္စုမွာ ပါဝင္ပါတယ္။ အခုလို ဘာသာစကားအုပ္စုခ်င္း မတူညီၾကေပမဲ့ ကိုရီးယား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မွာ ဆင္တူတဲ့ အခ်က္ေတြ အလြန္ မ်ားပါတယ္။

ဘာသာစကားအုပ္စု နီးစပ္ေသာ ဘာသာစကားမ်ား

တရုတ္-တိဘက္အုပ္စု တိဘက္၊ လီဆူ၊ အာခ်န္း ဘာသာစကားမ်ားM

အာလ္တိုက္အုပ္စု ဥဇဘက္ကစၥတန္၊ ကာဂ်စၥတန္၊ တူရကီ ဘာသာစကားမ်ား K

အသံထြက္မ်ား2

1.  သရသံႏွင့္ ဗ်ည္းသံမ်ား 
  ကုိရီးယားဘာသာစကားမွာ ျမန္မာလူမ်ဳိးေတြ အသံထြက္ရခက္တ့ဲ သရသံ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မွာ မရွိတဲ့ 

ဗ်ည္းသံေတြ ရွိပါတယ္။ 

   သရ ㅡ[ ɨ ] ရဲ႕ အသံထြက္ကုိ ျမန္မာဘာသာစကားနဲ႔ တစ္ထပ္တည္းက်ေအာင္ မေဖာ္ျပႏုိင္ပါဘူး။ အနီးစပ္ဆံုး 
ေရးရင္ [အြတ္]လုိ႔ ေရးလို႔ေတာ့ ရေပမဲ့ ဒါဟာ ㅡ[ ɨ ] ရဲ႕ တကယ့္ အသံအမွန္ေတာ့ မဟုတ္ပါဘူး။ ဒါေၾကာင့္မုိ႔ 
တကယ့္ ကိုရီးယားအသံကို နားေထာင္ျပီး ပါးစပ္ပံုစံကို တူေအာင္ လိုက္လုပ္ရင္း ေလ့က်င့္ရပါမယ္။

   ဗ်ည္း ㄹ[r/l] ရဲ႕ အသံထြက္ဟာလည္း ျမန္မာစကားစစ္စစ္မွာေတာ့ မရွိပါဘူး။ သူ႔ကုိ [ya]လုိ႔ မဖတ္ရပါဘူး။ 
အဂၤလိပ္စကားရဲ႕ [r]အသံ(ex:[ရိုမီယုိ/romeo]) သုိ႔မဟုတ္ ရခုိင္[Rakhai]ရဲ႕ [ra]သံမ်ဳိး ထြက္ေပးရပါတယ္။ 
သူကေတာ့ ျမန္မာစကားမွာ မရွိေပမဲ့ ျမန္မာေတြနဲ႔ စိမ္းလွတဲ့ အသံမ်ဳိးေတာ့ မဟုတ္တဲ့အတြက္ အခက္အခဲေတာ့ 
မရွိပါဘူး။

2. အသတ္သံမ်ား
(1) တစ္လံုးတည္း အသတ္မ်ား

   ကုိရီးယား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တြမွာ အသတ္သံ ထြက္ပံုခ်င္းလည္း အနည္းငယ္ ကြာျခားပါတယ္။ 
ျမန္မာဘာသာစကားမွာ ႏွာသံနဲ႔ သံျပတ္ အသံထြက္ေတြကို ထြက္တဲ့အခါ အသံရဲ႕ တည္ေနရာနဲ႔ ပါးစပ္ပံုစံက 
အေရးမၾကီးတာမုိ႔ အသံတူတာ၊ အသံခြဲရခက္တာမ်ဳိးေတြ ရွိပါတယ္။ ဒါေပမဲ့ ကိုရီးယားဘာသာစကားမွာေတာ့ 
အသံထြက္တဲ့ ေနရာနဲ႔ ပါးစပ္ပံုစံက အေရးၾကီးတာမုိ႔ သတိထားျပီး ေလ့က်င့္ရပါမယ္။

 ႏွာသံမ်ား  - 강[kaŋ], 간[kan], 감[kam] (ျမန္မာမွာ - ကံ၊ ကန္၊ ကမ္[kan]) 
 သံျပတ္အသံမ်ား  - 각[kak], 갇[kat], 갑[kap] (ျမန္မာမွာ - ကက္[ket]၊ ကတ္=ကပ္[kat])
 လွ်ာလိပ္သံ  -   갈[kal] (ျမန္မာဘာသာစကားတြင္ မရွိေသာ္လည္း အဂၤလိပ္ဘာသာစကားမွ လွ်ာလိပ္သံကဲ့သုိ႔ 

အသံထြက္လွ်င္ ရပါသည္။)

ျ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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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ကုိရီးယားဘာသာစကားမွာလည္း အသံတူ အသတ္မ်ား ရွိပါတယ္။

 (ကုိရီးယား) 각, 갂, 갘 > [kak]
   갇, 갓, 갖, 갗, 같, 갔 > [kat] 
   갑, 갚 > [kap]
 
 (ျမန္မာ) ကတ္[kat]=ကပ္[kat]

(2) ႏွစ္လံုးတြဲ အသတ္မ်ား
  ကိုရီးယား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ဟာ ႏွစ္လံုးတြဲအသတ္ေတြမွာလည္း အသံထြက္ပံုခ်င္း ကြာျခားပါတယ္။ 

ကုိရီးယားရဲ႕ ႏွစ္လံုးတြဲအသတ္ကေတာ့ ႏွစ္ခုအနက္မွ တစ္ခုကုိပဲ အသံထြက္ရတာျဖစ္ျပီး ျမန္မာစကားရဲ႕ 
ႏွစ္လံုးတြဲအသတ္ကေတာ့ တစ္ခုက အသတ္၊ တစ္ခုက ဗ်ည္းျဖစ္ပါတယ္။

 
 (ကိုရီးယား) - 값[kap]
 (ျမန္မာ) - တကၠသိုလ္(တက္ကသိုလ္[tekkatho])

3. အသံကူးျခင္း 
   စကားသံမ်ားဟာ စကားလံုး တစ္လံုးထက္ ပိုလာတဲ့အခါ အသံကူးတတ္ပါတယ္။ အသတ္ပါတဲ့ စကားလံုးရဲ႕ 

အေနာက္မွာ သရနဲ႔ စတဲ့ စကားလံုး (ဗ်ည္းမဲ့သေကၤတ ‘ㅇ’ ) ရွိရင္ ေရွ႕က စကားလံုးရဲ႕ အသတ္ဟာ ေနာက္က 
စကားလံုးရဲ႕ ဗ်ည္းအျဖစ္ အသံကူးသြားပါတယ္။

 •밥을 먹어요 [바블 머거요]

ဒီဝါက်မွာ (을 နဲ႔ 어) ရဲ႕ အေရွ႕မွာ အသတ္ေတြ ရွိတဲ့အတြက္ေၾကာင့္ (블 နဲ႔ 거) ဆုိျပီး 
အသံကူးသြားတာျဖစ္ပါတယ္။

4. အသံေျပာင္းျခင္း
  စကားသံမ်ားဟာ စကားလံုး တစ္လံုးထက္ ပိုလာတဲ့အခါ အသံေျပာင္းတတ္ပါတယ္။ ကိုရီးယားရဲ႕ အသံေျပာင္းျခင္း 

စည္းကမ္းေတြကေတာ့ အမ်ားၾကီး ရွိပါတယ္။ အမ်ားအားျဖင့္ ေရွ႕က စကားလံုးရဲ႕ အသတ္က ေနာက္က 
စကားလံုးရဲ႕ ဗ်ည္း သို႔မဟုတ္ သရရဲ႕ သက္ေရာက္မႈေၾကာင့္ ေရွ႕က စကားလံုးရဲ႕ အသံေျပာင္းသြားတာမ်ဳိး 
ျဖစ္ပါတယ္။ 

 

 •국내 kukne [kuŋnε], 막내 makne [maŋnε]

  ‘ㄱ’ အသတ္ေနာက္မွာ ‘ㄴ’ ဗ်ည္း ရွိရင္ ‘ㄱ’ ဟာ ‘ㅇ’ သံျဖစ္သြားပါတယ္။ ဒါကို ႏွာသံေျပာင္းျခင္းလုိ႔ ေခၚပါတယ္။ 

(ကိုရီးယားဘာသာစကားရဲ႕ အသံကူးေျပာင္းပံု အေသးစိတ္ကုိ သင္ခန္းစာ တစ္ခန္းခ်င္းစီမွာ ထပ္ ရွင္းျပပါ့မယ္။)

ျ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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သဒၵါႏွင့္ အသံုးမ်ား3

1. ဝါက်စဥ္

(1)   ကိုရီးယား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ဟာ ဝါက်စဥ္လည္း တူညီပါတယ္။ ကတၱား+ၾကိယာ+ကံ(SVO)ဝါက်စဥ္ျဖစ္တဲ့ 
တရုတ္နဲ႔ အဂၤလိပ္ဘာသာစကားလိုမဟုတ္ဘဲ ကိုရီးယားနဲ႔ ျမန္မာဘာသာစကားဟာ ကတၱား+ကံ+ၾကိယာ(SOV)
ဝါက်စဥ္ပုံစံျဖစ္ပါတယ္။

M

K

 အေမက ေကာ္ဖီကိ ု ေသာက္တယ္။

 ကတၱား ကံ ၾကိယာ

 엄마가 커피를 마신다.

 ကတၱား ကံ ၾကိယာ

(2)  ကုိရီးယားဘာသာစကားဟာ ျမန္မာဘာသာစကားလိုပဲ ၾကိယာရဲ႕ အေရွ႕မွာ ၾကိယာဝိေသသနကို ထားရပါတယ္။

 
ျမန္ျမန္ ေျပးတယ္။M

빨리 달린다.K

(3)  ကုိရီးယားဘာသာစကားဟာ ျမန္မာဘာသာစကားလိုပဲ နာမ္ရဲ႕ အေနာက္မွာ ဝိဘတ္လုိက္ပါတယ္။

 
M

K

ဆုိးလက္ိုဆိုးလ္ + ကို 

서울에서울 + 에

(4)  ကုိရီးယားဘာသာစကားဟာ ျမန္မာဘာသာစကားလိုပဲ အကူၾကိယာဟာ ပင္မၾကိယာရဲ႕ အေနာက္မွာ ေနရပါတယ္။

 
M

K

သြားရမယ္သြား + ရမယ္

가야 한다가 + -아/어야 한다

ျ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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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ကိုရီးယားဘာသာစကားမွာ အျငင္းကို ျပခ်င္တဲ့အခါ ျမန္မာဘာသာစကားလုိပဲ (မ+ၾကိယာ+ဝါက်အဆံုးသတ္)
ပံုစံရွိပါတယ္။ ဒါ့အျပင္ ျမန္မာမွာ မရွိတဲ့ (ၾကိယာ+အျငင္း+ဝါက်အဆံုးသတ္)ပံုစံလည္း ရွိပါတယ္။ 

 

M

K

မစားဘူးမ + စားဘူး

안 먹어요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먹 + 지 않아요

(6)   ျမန္မာစကားမွာ နာမ္ကို အထူးျပဳတဲ့အခါ ေရွ႕ကေနေရာ ေနာက္ကေနပါ စကားလံုးထည့္လုိ႔ရေပမဲ့ 
ကိုရီးယားစကားမွာေတာ့ နာမ္ရဲ႕ အေရွ႕ကေနပဲ အထူးျပဳလုိ႔ရပါတယ္။

 
M

K

ေကာ္ဖပီူပူေကာ္ဖီ + ပူပူ

ပူတဲ ့ေကာ္ဖီ ပူတဲ့ + ေကာ္ဖီ

따뜻한 커피따뜻한 커피

2. လိပ္စာႏွင့္ ရက္စြဲ ေရးနည္း

(1)       ကိုရီးယားႏုိင္ငံမွာ လိပ္စာေရးတဲ့အခါ ၾကီးစဥ္ငယ္လုိက္ အစဥ္အတုိင္း ေရးရပါတယ္။

 

အမွတ္ ၂၄၆၊ သမာဓိလမ္း၊ သီရိမဂၤလာရပ္၊ ေမာ္လျမိဳင္ျမိဳ႕။M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အူးလ္ဆန္းျမိဳ႕၊ ဂၽြန္ဂူျမိဳ႕နယ္၊ ဂ်ဳံဂါရိုလမ္း၊ အမွတ္ ၃၄၅ 
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ဌာန

K

(2)       ျမန္မာဘာသာစကားမွာ (ရက္၊လ၊ႏွစ္)လို႔ ေရးေပမဲ့ ကိုရီးယားဘာသာစကားမွာေတာ့ (ႏွစ္၊လ၊ရက္)လို႔ပဲ 
ေရးပါတယ္။

 
၃၁ ရက္၊ ၁ဝ လ၊ ၂ဝ၁၈ ခုႏွစ္M

2018년 10월 31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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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န္မာ-ကိုရီးယား ဘာသာစကား ႏႈိင္းယွဥ္ခ်က္

3. အခ်ိန္ႏွင့္ ကာလ
    ျမန္မာစကားမွာ (ခဲ့တယ္/တယ္/မယ္)စတဲ့ စကားလံုးေတြနဲ႔ အခ်ိန္ကာလ(အတိတ္/ပစၥဳပၸန္/
အနာဂတ္/ျပဳေနမႈ/ျပီးဆံုးမႈ)ကို ေဖာ္ျပပါတယ္။ ဒါေပမဲ့ ကိုရီးယားဘာသာစကားေလာက္ေတာ့ အခိ်န္ကာလျပ 
စကားလံုးေတြကို တိတိက်က် တြင္တြင္က်ယ္က်ယ္ အသံုးမျပဳပါဘူး။ 

ျမန္မာစကားနဲ႔ ကိုရီးယားစကားရဲ႕ အသိသာဆံုး ကြာျခားခ်က္ကေတာ့ ၾကိယာနဲ႔ တြဲဆက္ပံု တြဲဆက္နည္းျဖစ္ပါတယ္။ 

M

K

စား + ခဲ့ + တယ္။ စား + တယ္။စား + ေန + တယ္။ စား + မယ္။

먹 + 었 + 다 먹 + 는 + 다먹 + 고 있 + 다 먹 + 겠 + 다

   အေပၚက ဥပမာကို ၾကည့္မယ္ဆုိရင္ (စားခဲ့တယ္)နဲ႔(စားေနတယ္)ရဲ႕ စကားဆက္အသံုးျပဳပံုက ကုိရီးယားနဲ႔ ျမန္မာ 
အတူတူပဲ ျဖစ္ပါတယ္။ ဒါေပမဲ့ (စားတယ္)နဲ႔(စားမယ္)မွာက်ေတာ့ ျမန္မာစကားမွာ ဝါက်အဆံုးသတ္ တစ္ခုတည္းနဲ႔ 
အခ်ိန္ကာလကို ေဖာ္ျပလို႔ရေပမဲ့ ကုိရီးယားစကားမွာေတာ့ ၾကိယာနဲ႔ ဝါက်အဆံုးသတ္စကားလံုးရဲ႕ ၾကားမွာ 
ကာလျပစကားဆက္ကို မျဖစ္မေန ထည့္ေပးရပါတယ္။  

  ဥပမာ 먹었다 ရဲ႕ 었 ဟာဆုိရင္ ဝါက်အဆံုးသတ္နဲ႔ တြဲတဲ့ အတိတ္ကာလျပ စကားဆက္ပံုစံျဖစ္ျပီး သူ႔ေရွ႕က 
ၾကိယာက အာသရလား ေအာသရလားဆိုတာကုိ ၾကည့္ျပီးမွ တြဲဆက္ရတာျဖစ္ပါတယ္။  
အဲဒီလုိ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နာမ္ သို႔မဟုတ္ ၾကိယာကို စကားဆက္ တစ္ခုနဲ႔ တြဲဆက္ေတာ့မယ္ဆုိရင္ 
အျမဲတမ္း “ဗ်ည္း+သရေအာက္မွာ အသတ္ပါျခင္း/မပါျခင္းနဲ႔ ဗ်ည္းနဲ႔ တြဲထားတဲ့ သရက ဘယ္လို သရလ”ဲဆုိတာကို 
ထည့္စဥ္းစားေပးရပါတယ္။

 

M

K

စားခဲ့သ ူ/ 
သြားခဲ့သူ

먹은 사람 / 
 사람 

စားမယ့္သ ူ/ 
သြားမယ့္သူ 

먹을 사람 / 

 사람 

စားတဲ့သူ / 
သြားတဲ့သူ

먹는 사람 /

가는 사람

စားေနတဲ့သူ / 
သြားေနတဲ့သူ

먹고 있는 사람 / 

가고 있는 사람

   အေပၚက ဥပမာကေတာ့ နာမ္ကို အထူးျပဳတဲ့ ကာလျပစကားဆက္ အသံုးျပဳပံုကို ႏႈိင္းယွဥ္ျပထားတာျဖစ္ပါတယ္။ 
အတိတ္ကာလနဲ႔ အနာဂတ္ကာလျပ စကားလံုးေတြမွာ ၾကည့္ရင္ အသတ္ပါျခင္း မပါျခင္းအေပၚမူတည္ျပီး 
အသံုးျပဳတဲ့ ကာလျပစကားဆက္ပံုစံ ကြဲျပားတာ ေတြ႔ႏုိင္ပါတယ္။ ျမန္မာစကားမွာေတာ့ အဲဒီလို ဗ်ည္းသရ 
ခြဲသံုးျခင္းမ်ဳိး မရွိတာမုိ႔ ဒါဟာလည္း ေသခ်ာ ေလ့လာမွတ္သားရမယ့္ အေၾကာင္းအရာတစ္ခုပဲ ျဖစ္ပါတယ္။

   ေနာက္တစ္ခ်က္ မတူတာက ျမန္မာစကားမွာ စကားဆက္ကို သံုးျပီး နာမ္ကို အထူးျပဳတဲ့အခါ ဝါက်အဆံုးသတ္ကို 
သံတုိေျပာင္းေပးလိုက္ရံုပါပဲ။ ဥပမာ(စားတယ္ → စားတဲ့သူ/စားမယ္ → စားမယ့္သူ)။ 

   ဒါေပမဲ့ ကိုရီးယားစကားမွာေတာ့ ဝါက်အဆံုးသတ္နဲ႔ တြဲခဲ့တဲ့ စကားလံုးကို နာမ္ကုိ အထူးျပဳတဲ့အခါမွာ 
စကားဆက္အေနနဲ႔ ဆက္သံုးလုိ႔ ရတာလည္း ရွိသလို မရတာလည္းရွိပါတယ္။

 ဥပမာ(먹는다 → 먹는 사람 ), (먹었다 → 먹었 사람 X), (먹겠다 → 먹겠 사람 X), (먹고 있다 → 먹고 있 사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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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ယဥ္ေက်းသည့္ အသံုးအႏႈန္းမ်ား
ကိုရီးယားဘာသာစကားမွာ ယဥ္ေက်းတဲ့ အသံုးႏွင့္ ပံုမွန္အသံုး၊ သူငယ္ခ်င္းသံုး စသည္ျဖင့္ စကားေျပာပံုစံမ်ား 
ရွိပါတယ္။ ျမန္မာစကားရဲ႕ (ရွိသည္ႏွင့္ ရွိပါသည္၊ စားသည္ႏွင့္ သံုးေဆာင္သည္)ကဲ့သုိ႔ေသာ အသံုးမ်ားဟာ 
ကိုရီးယားဘာသာစကားမွာ လြန္စြာ စံုလင္ၾကြယ္ဝလွတဲ့အတြက္ ကိုရီးယားဘာသာစကားရဲ႕ အခက္ခဲဆံုး 
က႑လုိ႔ေတာင္ ဆုိၾကပါတယ္။

M

K

ငါ အိမ္မွာ ရွိတယ္။(ရိုးရိုးဝါက်)
ကၽြန္မ အိမ္မွာ ရွိပါတယ္။(ပိုယဥ္ေက်းတဲ့ ဝါက်)

저는 집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댁에 계십니다. 

  ကိုရီးယားစကားမွာ 저(ကၽြန္ေတာ္)ဆိုတာ မိမိကိုယ္ကို ႏွိမ့္ခ်တဲ့ အသံုးျဖစ္ျပီး 습니다(ပါတယ္။)ကလည္း ကိုယ့္ထက္ 
ၾကီးတဲ့ သူကို ေျပာတဲ့အခါမွာ သံုးတဲ့ ဝါက်အဆံုးသတ္ပံုစံျဖစ္ပါတယ္။ အဲဒီလို မိမိကုိယ္ကို ႏွိမ့္ခ်ေျပာဆုိျခင္းအားျဖင့္ 
ယဥ္ေက်းေစတဲ့ အသံုးမ်ဳိးလည္း ရွိသလို နံပါတ္(၂)ဝါက်ထဲကလုိ 께서(က)ဆုိတဲ့ ဝိဘတ္ကို အသံုးျပဳျပီး 
တစ္ဖက္သားကို ျမႇင့္တင္ျခင္းအားျဖင့္ စကားကို ယဥ္ေက်းေစတာမ်ဳိးလည္း ရွိပါတယ္။ 댁(အိမ္)ဆုိတာကလည္း 
집(အိမ္)ကို ပုိယဥ္ေက်းေအာင္ ေျပာတာျဖစ္ျပီး 계시(ရွိ)ကလည္း 있(ရွိ)ကို ပိုယဥ္ေက်းေအာင္ သံုးတဲ့ 
စကားမ်ဳိးျဖစ္ပါတယ္။ အဓိကအားျဖင့္ မိမိကိုယ္ကို ႏွိမ့္ခ်တဲ့ ပံုစံနဲ႔ တစ္ဖက္သားကို ျမႇင့္တင္တဲ့ ပံုစံဆုိျပီး ရွိတာမုိ႔ 
ဒါေတြကို ကၽြမ္းက်င္ေအာင္ ေလ့က်င့္ဖို႔ လုိ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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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၁)

1 한글 소개  ကိုရီးယားစကားလုံးမ်ား မိတ္ဆက္ K-1

ကုိရီးယား စကားလံုးေတြကို (၁၄၄၃)ခုႏွစ္၊ ဂ်ဳိေဆာန္ေခတ္မွာ ဆဲဂ်ဳံဘုရင္ၾကီးက စတင္တီထြင္ခ့ဲပါတယ္။ 
အဲဒီ ကာလ မတိုင္ခင္က ကုိရီးယားလူမ်ဳိးေတြဟာ ကိုရီးယားစကားကုိ စာနဲ႔ ေရးသားေဖာ္ျပတ့ဲအခါ တရုတ္ 
စာလံုးေတြကို အသံုးျပဳခဲ့ၾကပါတယ္။ တရုတ္စာလံုးေတြဟာ အလြန္ပဲ ရႈပ္ေထြးခက္ခဲလွတာေၾကာင့္မို႔ 
သာမန္ျပည္သူေတြ အလြယ္တကူ သင္ယူတတ္ေျမာက္ႏုိင္ျခင္း မရွိခဲ့ပါဘူး။ ဒါေၾကာင့္ ဆဲဂ်ဳံဘုရင္ၾကီးက 
သာမန္ျပည္သူေတြ အလြယ္တကူ သင္ယူတတ္ေျမာက္ႏုိင္မယ့္ ကိုရီးယားစကားလံုးေတြကို 
တီထြင္ဖန္တီးခဲ့တာ ျဖစ္ပါတယ္။

(1) သရေတြကို အခုလုိ ဖြဲ႔စည္းထားတာျဖစ္ပါတယ္။

• လံုးဝိုင္းေသာ
ေကာင္းကင္

ㅡ ျပန္႔ျပဴးေသာ
ေျမျပင္

ㅣ မတ္မတ္ရပ္
ေနေသာ လူ

ဆဲဂ်ဳံဘုရင္ၾကီးဟာ လံုးဝုိင္းေသာေကာင္းကင္၊ ျပန္႔ျပဴးေသာေျမျပင္ႏွင့္ မတ္မတ္ရပ္ေသာ လူကုိ
သေကၤတ ျပဳတဲ့ သရ(၃)ခု(•, ㅡ, ㅣ)ကို အေျခခံျပီး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သရေတြကို 
ဖြဲ႔စည္းခဲ့ပါတယ္။ အဲဒီ အေျခခံသရေတြကို ထပ္ဆင့္ ေပါင္းစပ္ျပီး က်န္သရမ်ားကို 
ဖန္တီးခဲ့တာျဖစ္ပါတယ္။

(2) ဗ်ည္းေတြကို အခုလုိ ဖြဲ႔စည္းထားတာျဖစ္ပါတယ္။

ㄱ
အေျခခံဗ်ည္းေတြျဖစ္တဲ ့‘ㄱ, ㄴ, ㅁ, ㅅ, ㅇ’ စတဲ့ စကားလံုးေတြဟာ 
အသံထြက္ရွိရာ အာခံတြင္း အတြင္းက အဂၤါအစိတ္အပုိင္းေတြရဲ႕ 
ပံုသ႑ာန္ကို ယူျပီး ဖြဲ႔စည္းထားတာ ျဖစ္ပါတယ္။

ㄱ [k/g] → ㅋ [kh]

အေျခခံဗ်ည္းမွာ ဆြဲခ်က္ တစ္ခ်က္ ထပ္ေပါင္းရင္ အသံ
ပုိျပင္းတဲ့ ဗ်ည္းမ်ား ‘ㅋ, ㅌ, ㅍ, ㅊ’ ျဖစ္လာပါတယ္။

ㄷ [t/d] → ㅌ [th]

ㅂ [p/b] → ㅍ [ph]

ㅈ [ʧ/ʤ] → ㅊ [ʧ h]

01

ㅣ+  •     = ㅏ [a]

ㅣ + ••  = ㅑ [ja]

• + ㅡ     = ㅗ [o]

•• + ㅡ  = ㅛ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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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၁)

ㄱ [k/g] → ㄲ [k′]

ပံုစံတူ ဗ်ည္းႏွစ္လံုးကုိ ကပ္ေရးရင္ ေပါင္းစပ္ဗ်ည္းေတြ ရပါတယ္။
‘ㄲ, ㄸ, ㅃ, ㅆ, ㅉ’.

ㄷ [t/d] → ㄸ [t′ ]

ㅂ [p/b] → ㅃ [p′]

ㅅ [s] → ㅆ [s′]

ㅈ [ʧ/ʤ] → ㅉ [ʧ ′]

(3) စကားလံုးမ်ား - စကားလံုးေတြကို ဒီလုိ ဖြဲ႔စည္းထားပါတယ္။

  စကားလံုး တစ္လံုး ျဖစ္လာဖုိ ႔ ဗ်ည္းနဲ႔ သရကို ေပါင္းရပါတယ္။ စကားလံုးတုိင္းမွာ အနည္းဆံုး 
ဗ်ည္းတစ္လံုးနဲ ႔ သရတစ္လံုး ပါဝင္ရပါတယ္။ ဗ်ည္းတစ္လံုးတည္းနဲ႔ စကားလံုး မျဖစ္ႏု ိင္သလို 
သရတစ္လံုးတည္းနဲ႔လည္း စကားလံုး မျဖစ္ႏုိင္ပါဘူး။ ဒါေၾကာင့္မု ိ ႔ ဗ်ည္းမရွိရင္ ဗ်ည္းေနရာမွာ 
သုညကို သေကၤတျပဳတဲ့ ‘ㅇ’ ကို ဗ်ည္းေနရာမွာ ထားရါတယ္။ ဗ်ည္းကို ဗ်ည္းသရနဲ႔ ဖြဲ႔စည္းထားတဲ့ 
စကားလံုးရဲ႕ ေအာက္မွာ အသတ္အေနနဲ႔လည္း ထားရွိႏုိင္ပါတယ္။

①

ဗ်ည္း + ေဘးသရ CV 나

ဗ်ည္း 
+ 

ေအာက္သရ

C
V 노

②

ဗ်ည္းမဲ့ + ေဘးသရ C V 아 

ဗ်ည္းမဲ့ 
+ 

ေအာက္သရ

C
V

오

③

ဗ်ည္း + ေဘးသရ 
+ 

အသတ္

CV
C 밥

ဗ်ည္း 
+ 

ေအာက္သရ 
+ 

အသတ္

C
V
C 문

④

ဗ်ည္းမ့ဲ + ေဘးသရ 
+ 

အသတ္

C V 
C 안

ဗ်ည္းမဲ့ 
+ 

ေအာက္သရ 
+

အသတ္

C
V
C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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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음 1  သရမ်ား(၁)

ကိုရီးယားဘာသာစကားမွာ သရ (၂၁)လံုး ရွိပါတယ္။ ဗ်ည္းေဘးမွာ ေရးရတဲ့ သရ (ㅣ, ㅏ, ㅑ, ㅓ,ㅕ) နဲ႔ 
ဗ်ည္းေအာက္မွာ ေရးရတဲ့ သရ (ㅡ, ㅗ, ㅛ, ㅜ, ㅠ) တုိ႔ ျဖစ္ပါတယ္။

1. သရသံမ်ား

သရသံေတြကို ေလ့က်င့္ၾကည့္ၾကရေအာင္။ မွန္ကေလး တစ္ခ်ပ္ေတာ့ ယူထားရမယ္ေနာ့။
သရသံကို ေသခ်ာနားေထာင္ၾကည့္ျပီး ပံုထဲက ႏႈတ္ခမ္းပံုစံမ်ဳိးရေအာင္
မွန္ၾကည့္ရင္း လိုက္လုပ္ၾကည့္ရမယ္ေနာ္။ ေဘးသရေတြကို အရင္ သင္ယူျပီးမွ ေအာက္သရေတြကို
သင္ယူၾကရေအာင္။

ေဘးသရ ေအာက္သရ

ㅣ
[ i ]

ㅡ
[ɨ]

ㅏ
[a]

ㅗ
[o]

ㅑ
[ ja]

+

    [ i ]       +       [a]

ㅛ
[ jo]

+

    [ i ]       +       [o]

ㅓ
[Λ]

ㅜ
[u]

ㅕ
[ jΛ]

+

    [ i ]       +       [ʌ]

ㅠ
[ ju]

+

    [ i ]       +       [u]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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ဆက္ေလ့က်င့္ၾကည့္ရေအာင္။

(1)     ‘ㅏ (အာ)’ ကုိ ဆိုၾကည့္ပါ။ ျပီးရင္ ‘ㅓ (ေအာ)’ ကုိ ဆိုၾကည့္ပါ။ ပါးစပ္ပုံစံ ေျပာင္းသြားရဲ႕လား။ ‘ㅏ (အာ)’ 
ကို ဆုိတဲ့အခါ ႏႈတ္ခမ္းကို က်ယ္က်ယ္ ဟရျပီး ‘ㅓ (ေအာ)’ ကုိ ဆုိတဲ့အခါ ႏႈတ္ခမ္းက အနည္းငယ္

    ျပန္က်ဥ္းသြားပါတယ္။ ပါးစပ္ပံုစံကို သတိထားရင္း ‘ㅏအာ’ နဲ႔ ‘ㅓ (ေအာ)’ ကို အၾကိမ္ၾကိမ ္

ရြတ္ဆုိၾကည့္ပါ။

ㅏ
[a]

ㅓ
[Λ]

(2)   ‘ㅜ (အူ)’ နဲ႔ ‘ㅗ (အုိ)’ ကိုလည္း တြဲဆုိၾကည့္ရေအာင္။ ပါးစပ္ပံုစံ ဘာကြာသလဲ။ ‘ㅜ (အူ)’ကို ဆုိရင ္

ႏႈတ္ခမ္းက လံုးေနျပီး လွ်ာက အေရွ႕ကို အနည္းငယ္ ေရြ႕သြားေပမဲ့ ‘ㅗ (အုိ)’ကို ဆိုရင္ေတာ ့
ႏႈတ္ခမ္းက နည္းနည္း ပိုပြင့္သြားပါတယ္။ ပါးစပ္ပံုစံကို သတိထားရင္း ‘ㅜ (အူ)’ နဲ႔ ‘ㅗ (အုိ)’ကုိလည္း 
အၾကိမ္ၾကိမ္ ရြတ္ဆုိၾကည့္ပါဦး။

ㅜ
[u]

ㅗ
[o]

(3)      ‘ㅣ(အီ)’ န႔ဲ ‘ㅡ (အြတ္)’ ကုိ ဆက္ဆိုၾကည့္ရေအာင္။ ပါးစပ္ပုံစံ ဘယ္လုိ ကြာျခားသလဲ။ ‘ㅡ (အြတ္)’ကုိ 
ဆိုတ့ဲအခါထက္ ‘ㅣ(အီ)’ ကုိ ဆိုတ့ဲအခါမွာ လွ်ာက ေရွ႕ကုိ ပုိ ထြက္လာတယ္မဟုတ္လား။ ‘ㅡ (အြတ္)’ 
သံကို ဆုိတဲ့အခါ လွ်ာကို လႈပ္ဖိ႔ုလည္း မလုိသလို ႏႈတ္ခမ္းကို ဝိုင္းစရာ၊ ဖြင့္စရာလည္း မလုိပါဘူး။ 
ႏႈတ္ခမ္းကို ျဖန္႔၊ သြားကိုေစ့ျပီး ပါးစပ္ကုိ ေလထြက္လို႔ ရရံုေလး ဖြင့္ထားရင္ ရပါျပီ။ ပါးစပ္ပံုစံကို 
သတိထားရင္း ‘ㅣ(အီ)’ နဲ႔ ‘ㅡ (အြတ္)’ အသံကုိလည္း အၾကိမ္ၾကိမ္ ရြတ္ဆုိၾကည့္ပါဦး။

ㅣ
[ i ]

ㅡ
[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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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င္းစပ္သရေတြ ဆက္ေလ့က်င့္ၾကည့္ရေအာင္။ ဗ်ည္းရဲ႕ ေဘးမွာ ေရးရတဲ့ သရ ‘ㅑ, ㅕ’ မွာေရာ၊
ဗ်ည္းရဲ႕ ေအာက္မွာ ေရးရတဲ့ သရ ‘ㅛ, ㅠ’ ေတြမွာ အလ်ားလုိက္ဆြဲရတဲ့ ဆြဲခ်က္အတုိေလးေတြ
ရွိတယ္ေနာ္။ အဲဒါေတြက ေပါင္းစပ္သရေတြ ျဖစ္ပါတယ္။

(1)  ဆုိၾကည့္ပါဦး။ ‘ㅑ(ယာ)’ ‘ㅕ(ေယာ)’
ေပါင္းစပ္သရ ‘ㅑ(ယာ)’ ဆုိတာ သရ ‘ㅣ(အီ)’ နဲ႔ သရ ‘ㅏ(အာ)’ ကို ေပါင္းထားတာျဖစ္ျပီး
ေပါင္းစပ္သရ ‘ㅕ(ေယာ)’ ဆုိတာ သရ ‘ㅣ(အီ)’ နဲ႔ သရ ‘ㅓ(ေအာ)’ ကို ေပါင္းထားတာ ျဖစ္ပါတယ္။
‘ㅑ(ယာ)’ လုိ႔ အသံထြက္တဲ့အခါမွာ ‘ㅣ(အီ)’ သံက တုိျပီး ‘ㅏ(အာ)’ သံက ပိုရွည္ပါတယ္။
‘ㅕ(ေယာ)’ လုိ႔ အသံထြက္တဲ့အခါမွာလည္း ‘ㅣ(အီ)’ သံက တိုျပီး ‘ㅓ(ေအာ)’ သံက ရွည္ပါတယ္။
သရသံႏွစ္ခုကုိ အတုိအရွည္ တူေအာင္ အသံမထြက္ရပါဘူး။ ႏွစ္သံလုိ႔ ထင္ရေလာက္ေအာင္
သက္သက္စီလည္း မထြက္ရပါဘူး။

ㅑ
[ ja]

+

  [ i ]       +     [a]

ㅕ
[ jʌ]

+

    [ i ]       +       [ʌ]

(2)    ေပါင္းစပ္သရ ‘ㅛ (ယို)’ ဆိုတာ သရ ‘ㅣ(အီ)’ နဲ႔ သရ ‘ㅗ (အုိ)’ ကို ေပါင္းထားတာျဖစ္ျပီး 
ေပါင္းစပ္သရ ‘ㅠ (ယူ)’ ဆုိတာ သရ ‘ㅣ(အီ)’ နဲ႔ သရ ‘ㅜ (အူ)’ ကို ေပါင္းထားတာ ျဖစ္ပါတယ္။  
‘ㅛ (ယို)’ နဲ႔ ‘ㅠ (ယူ)’ ကိုလည္း ဆုိၾကည့္လုိက္ပါဦး။ ‘ㅛ (ယုိ)’ လုိ႔ အသံထြက္တဲ့အခါ ‘ㅣ(အီ)’ သံက 
တုိျပီး ‘ㅗ (အုိ)’ သံက ပိုရွည္ပါတယ္။ ‘ㅠ (ယူ)’ လုိ႔ အသံထြက္တဲ့အခါမွာလည္း ‘ㅣ(အီ)’ သံက တုိျပီး 
‘ㅜ (အူ)’ သံက ရွည္ပါတယ္။ သရသံႏွစ္ခုကုိ အတုိအရွည္ တူေအာင္ အသံမထြက္ရပါဘူး။ ႏွစ္သံလုိ႔ 
ထင္ရေလာက္ေအာင္ သက္သက္စီလည္း မထြက္ရပါဘူး။

ㅛ
[ jo]

+

    [ i ]       +       [o]

ㅠ
[ ju]

+

    [ i ]       +       [u]

2. သရ ေရးနည္း
   သရေတြကို ဘယ္လို ေရးရမလဲ။ သရဆြဲခ်က္ေတြကို ေရးဆြဲတဲ့အခါမွာ အေပၚကေန ေအာက္၊ 

ဘယ္ကေန ညာကို ေရးရပါတယ္။

အေပၚကေန ေအာက္ ဘယ္ကေန ညာ

ㅣ
[ i ]

ㅣ
(◯)

ㅣ
(X)

ㅡ
[ɨ]

ㅡ
(◯)

ㅡ
(X)

26  01 한글 익히기 Ⅰ 01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၁)  27



한글 익히기 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၁)

ကဲ၊ စေရးၾကည့္ၾကရေအာင္။ ေဘးသရကို ေရးတဲ့အခါ “မတ္မတ္ရပ္ေနေသာ လူပံုစ”ံ
ေဒါင္လုိက္ဆြဲခ်က္ကို ရွည္ရွည္ေလးေရးျပီး ခါးလယ္က အလ်ားလုိက္ဆြဲခ်က္ကိုေတာ့ ခပ္တုိတုိပဲ
ေရးရပါတယ္။ ေအာက္သရကို ေရးတဲ့အခါမွာေတာ့ “ျပန္႔ျပဴးေသာ ေျမျပင္ပံုစ”ံ အလ်ားလုိက္ဆြဲခ်က္ကို
ရွည္ရွည္ေလးေရးျပီး အလယ္နားေလာက္က ေဒါင္လုိက္ဆြဲခ်က္ကိုေတာ့ ခပ္တုိတုိပဲ ေရးရပါတယ္။
သရသံကို နားေထာင္ရင္း လုိက္ဆုိျပီး အေရးေလ့က်င့္ၾကည့္ပါဦး။

သရ ေရးနည္း အေရးေလ့က်င့္ရန္ 

ㅣ [ i ] ㅣ

ㅏ [a] ㅏ

ㅑ [ ja] ㅑ

ㅓ [ʌ] ㅓ

ㅕ [ jʌ] ㅕ

ㅡ [ɨ] ㅡ

ㅗ [o] ㅗ

ㅛ [ jo] ㅛ

ㅜ [u] ㅜ

ㅠ [ ju] ㅠ

ေရးျပီးျပီလား။ သရသံေတြကို ထပ္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လုိက္ပါဦး။

①

①

②

②
①

①

②

①

③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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ဗ်ည္းနဲ႔သရ ေပါင္းရင္ စကားလံုး တစ္လံုးျဖစ္ပါတယ္။ ဒါေၾကာင့္မုိ႔ ဗ်ည္းမရွိတဲ့ စကားလံုးဆုိရင္
ဗ်ည္းေနရာမွာ ‘ㅇ’ ကို ထည့္ေပးရပါတယ္။ သူကေတာ့ အသံမရွိဘူးဆုိတဲ့ အဓိပၸါယ္ပါ။
ေဘးသရရဲ႕ အေရွ႕ေနရာနဲ႔ ေအာက္သရရဲ႕ အေပၚေနရာမွာ ‘ㅇ’ကို ထည့္ေပးရပါတယ္။

ㅇ ㅏ [a]
ㅇ

[o]

ㅗ

ေသခ်ာ နားေထာင္ျပီး ေရးရင္းနဲ႔ လိုက္ဆုိပါ။

သရ အသံထြက္ အေရးေလ့က်င့္ရန္

ㅣ [ i ] 이 이 이

ㅏ [a] 아 아 아

ㅑ [ ja] 야 야 야

ㅓ [ʌ] 어 어 어

ㅕ [ jʌ] 여 여 여

ㅡ [ɨ] 으 으 으

ㅗ [o] 오 오 오

ㅛ [ jo] 요 요 요

ㅜ [u] 우 우 우

ㅠ [ ju] 유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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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၁)

정답    2. (1) 아  (2) 우  (3) 오  (4) 야  (5) 요  (6) 유   3. ☆

1.       ေအာက္က သရေတြကို တစ္လံုးခ်င္း ဖတ္ၾကည့္ပါ။ ျပီးရင္ CD ထဲက အသံကုိ နားေထာင္ျပီး 
ကုိယ္ဖတ္လိုက္တဲ့ အသံ မွန္မမွန္ ျပန္စစ္ၾကည့္ပါ။ ဖတ္လို႔မရတာရွိရင္ ျပန္နားေထာင္ျပီး 
ထပ္ဆုိၾကည့္ပါ။

 (1) 아   어   오   우   으 (2) 오   아   어   우   이   

 (3) 야   여   요   유 (4) 요   야   여   유  

      
2.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1) 아   오 (2) 우   으 (3) 어   오   

 (4) 야   아 (5) 오   요 (6) 여   유 

      
3.     ေသခ်ာ နားေထာင္ျပီး စကားလံုးေတြကို အစဥ္လုိက္ ခ်ိတ္ဆက္ၾကည့္ပါ။  

ဘာပံုစံေလး ရမလဲၾကည့္ရေအာင္။

 

이•               •우

아•                       •여

으•

연습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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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သခ်ာ နားေထာင္ျပီး လုိက္ေရးပါ။ 
 

(1)

(2)

(3)

(4)

(5)

(6)

정답   (1) 이  (2) 오  (3) 아이  (4) 오이  (5) 우유  (6) 여우

ေရးျပီးရင္ ျပန္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သံုးၾကိမ္ ေလ့က်င့္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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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၁)

3 모음 2  သရမ်ား (၂) K-3

ေနာက္ထပ္ သရေတြကို ဆက္ၾကည့္ၾကရေအာင္။ CD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ㅐ
[ε]

ㅏ  +  ㅣ ㅘ
[wa]

ㅗ  +  ㅏ ㅚ
[ø/we]

ㅗ  +  ㅣ

ㅔ
[e]

ㅓ  +  ㅣ ㅝ
[wʌ]

ㅜ  +  ㅓ ㅙ
[wε]

ㅗ  +  ㅐ

ㅒ
[ jε]

ㅑ  +  ㅣ ㅟ
[y/wi]

ㅜ  +  ㅣ ㅞ
[we]

ㅜ  +  ㅔ

ㅖ
[ je]

ㅕ  +  ㅣ ㅢ
[ɨi]

ㅡ  +  ㅣ

ေဘးသရေတြထဲက ‘ㅒ, ㅖ’ လိုမ်ဳိး ဆဲြခ်က္အတုိေလး ႏွစ္ခ်က္ ပါတဲ့ သရေတြနဲ႔ ‘ㅘ, ㅝ’ လုိမ်ဳိး 
ေအာက္သရနဲ႔ေဘးသရကို ေပါင္းထားတဲ့ သရေတြက ေပါင္းစပ္သရေတြ ျဖစ္ပါတယ္။

ကဲ ဆက္ၾကိဳးစားလုိက္ၾကရေအာင္ေနာ္။

(1) ‘    ㅐ(အဲ)’ နဲ႔ ‘ㅔ(အယ္)’ ကုိ ဆုိၾကည့္ပါ။ အသံဆင္တယ္မဟုတ္လား။
ဒီ သရသံ ႏွစ္ခုကေတာ့ အရင္ကေတာ့ မတူတဲ့ အသံေတြပါ။ အခုေနာက္ပိုင္းမွ ဆင္တူသြားတာပါ။
သရသံ ႏွစ္ခုကုိ မခြဲျခားတတ္လုိ႔ စိတ္ေတာ့ မပူပါနဲ႔။ ကိုရီးယားေတြလည္း မခြဲတတ္ၾကပါဘူး။

ㅐ
[ε]

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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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ㅒ (ရဲ)’ နဲ႔ ‘ㅖ (ရယ္)’ ကိုလည္း ဆုိၾကည့္ပါဦး။ ဒီ သရ ႏွစ္ခုစလံုးဟာ
အလ်ားလုိက္ဆဲြခ်က္အတုိေလး ႏွစ္ခုပါတဲ့ ေပါင္းစပ္သရေတြ ျဖစ္ပါတယ္။ ဒီ အသံ ႏွစ္သံကလည္း 
ဆင္တူျပီး အသံခြဲရခက္ပါတယ္။ အသံ မခြဲတတ္လို႔ စိတ္မပူပါနဲ႔။ အေပၚက ‘ㅐ(အဲ)’ နဲ႔ ‘ㅔ (အယ္)’ 
လုိပဲ၊ ကိုရီးယားလူမ်ဳိးေတြကိုယ္တုိင္က ဒီအသံေတြကို ခြဲျခားျပီး မထြက္ၾကေတာ့ပါဘူး။

ㅒ
[ jε]

ㅖ
[ je]

(3)   ‘ㅚ (ဝယ္)’, ‘ㅙ (ဝယ္)’, ‘ㅞ (ဝယ္)’ ကို ဆိုၾကည့္ပါ။ ဒီအသံ သံုးသံကလည္း ဆင္တူပါတယ္။ 
သူတုိ႔ဟာ ေအာက္သရနဲ႔ ေဘးသရေတြကို ထပ္ေပါင္းထားတာေတြျဖစ္ပါတယ္။

ㅚ
[we]

ㅙ
[wε]

ㅞ
[we]

(4)   ‘ㅘ (ဝါ)’ နဲ႔ ‘ㅝ (ေဝါ)’ ကိုလည္း အၾကိမ္ၾကိမ္ ရြတ္ၾကည့္ပါ။ ဒီသရေတြကလည္း ေအာက္သရနဲ႔ 
ေဘးသရကို ေပါင္းထားတာျဖစ္ပါတယ္။

ㅘ
[wa]

ㅝ
[wʌ]

(5)   ‘ㅟ (ဝီ)’ နဲ႔ ‘ㅚ (ဝယ္)’ ကိုလည္း အၾကိမ္ၾကိမ္ ရြတ္ၾကည့္ပါ။ ဒီသရေတြကလည္း ေအာက္သရနဲ႔ 
ေဘးသရကို ေပါင္းထားတာျဖစ္ပါတယ္။

ㅟ
[y/wi]

ㅚ
[ø/we]

(6)   ‘ㅢ (အီြ)’ ကို ရြတ္ၾကည့္ပါ။ ဒီအသံက ‘ㅡ (အြတ္)’ ကို ခပ္တုိတုိ အသံထြက္ျပီး ‘ㅣ(အီ)’ သံကို 
တစ္ဆက္တည္း အျမန္ လုိက္ထြက္ရတာျဖစ္ပါတယ္။ ဒီအသံဟာလည္း ေအာက္သရနဲ႔ ေဘးသရကို 
ေပါင္းထားတဲ့ သရသံျဖစ္ပါတယ္။

ㅢ
[ɨ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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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၁)

အေရးေလ့က်င့္လုိ႔ ရျပီလား။ CDကုိ နားေထာင္ျပီး ေရးရင္းနဲ႔ လိုက္ဆုိပါ။

သရ ေရးနည္း အေရးေလ့က်င့္ရန္

ㅐ [ε] ㅐ

ㅔ [e] ㅔ

ㅒ [jε] ㅒ

ㅖ [je] ㅖ

ㅘ [wa] ㅘ

ㅝ [wʌ] ㅝ

ㅟ [y/wi] ㅟ

ㅚ [we] ㅚ

ㅙ [ø/we] ㅙ

ㅞ [we] ㅞ

ㅢ [ɨi] ㅢ

ေရးလုိ႔ ျပီးျပီ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ဦး။

①

②

③

①

②③

④

①

②③

④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⑤
④

① ③

②

① ④ 

③

②

①
②③

①
②

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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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က အမွားမ်ဳိး မေရးမိေအာင္ သတိထားပါ။

ㅘ (◯)

 (X)

ㅝ (◯)

 (X)

ㅟ (◯)

 (X)

ㅞ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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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၁)

ေရွ႕မွာ ေျပာခဲ့သလုိပဲ။ စကားလံုးတုိင္းမွာ ဗ်ည္းနဲ႔ သရ ရွိရပါတယ္။ ဒါေၾကာင့္မုိ႔ ဗ်ည္းမရွိတဲ့
စကားလံုးဆုိရင္ ဗ်ည္းေနရာမွာ ‘ㅇ’ ကို ေရးရျပီး သူ႔မွာ ကိုယ္ပိုင္အသံရယ္လို႔ေတာ့ မရွိပါဘူး။  
‘ㅇ’ ကို ေဘးသရနဲ႔ ေရွ႕ေနရာနဲ႔ ေအာက္သရရဲ႕ အေပၚေနရာမွာ ထားပါတယ္။

ေသခ်ာ နားေထာင္ျပီး ‘ㅇ’ နဲ႔ သရကို တြဲေရးရင္းနဲ႔ လိုက္ဆုိၾကည့္ပါ။

သရ အသံထြက္ အေရးေလ့က်င့္ရန္

ㅐ [ɛ] 애 애 애

ㅔ [e] 에 에 에

ㅒ [ jɛ] 얘 얘 얘

ㅖ [ je] 예 예 예

ㅘ [wa] 와 와 와

ㅝ [wʌ] 워 워 워

ㅟ [y/wi] 위 위 위

ㅚ [ø/we] 외 외 외

ㅙ [wɛ] 왜 왜 왜

ㅞ [we] 웨 웨 웨

ㅢ [ɨi] 의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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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အာက္က သရေတြကုိ တစ္လုံးခ်င္း ဖတ္ၾကည့္ပါ။ ျပီးရင္ CDကုိ နားေထာင္ျပီး အမွန္အမွား စစ္ပါ။ 
မွားသြားတ့ဲ စကားလုံးေတြကုိ ျပန္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1) 애   예   와   워 (2) 위   의   와   웨   

 (3) 워   에   예   의 (4) 왜   와   에   예

      
2.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1) 애    예 (2) 웨    워  

 (3) 위    의 (4) 와    왜 

      
3.   ေသခ်ာ နားေထာင္ျပီး စကားလံုးေတြကို အစဥ္လုိက္ ခ်ိတ္ဆက္ၾကည့္ပါ။   

ဘာပံုစံေလး ရမလဲၾကည့္ရေအာင္။

  
 아이                                                               얘

와                              위

     여우                             에                             의

  

왜                                 오이                                 우유

연습 ေလ့က်င့္ရန္

정답   2. (1) 애  (2) 웨  (3) 위  (4) 와   3. ☆ (위 → 여우 → 에 → 의 → 와 → 오이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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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၁)

 

4. ေသခ်ာ နားေထာင္ျပီး လုိက္ေရးပါ။ 

(1)

(2)

(3)

(4)

(5)

(6)

  

정답    (1) 예  (2) 와  (3) 왜  (4) 와요  (5) 위에  (6) 외워요

ေရးျပီးရင္ ျပန္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သံုးၾကိမ္ ေလ့က်င့္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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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4 자음 1  ဗ်ည္းမ်ား (၁)

ကုိရီးယားဘာသာစကားတြင္ ဗ်ည္း(၁၉)လံုးရွိျပီး ဗ်ည္းမ်ားကုိ အာခံတြင္းအတြင္းရွိ
အဂၤါအစိတ္အပိုင္းမ်ား၏ ပံုစံကို နမူနာယူ၍ ဖန္တီးျပဳလုပ္ထားပါသည္။ ‘ㄱ’ သည္
လွ်ာအေနာက္ျခမ္းက အာေခါင္ကို ပိတ္ထားသည့္ ပံုစံျဖစ္ျပီး ‘ㄴ’ သည္ အေပၚသြားရင္းကုိ လွ်ာျဖင့္
ထိထားသည့္ ပံုစံျဖစ္သည္။ ‘ㅁ’ သည္ ႏႈတ္ခမ္းပံုစံကို ယူထားျခင္းျဖစ္ျပီး ‘ㅅ’သည္ သြားပံုစံကို
ယူထားျခင္းပံုစံျဖစ္သည္။ ‘ㅇ’ မွာမူ အသံထြက္ရွိရာ လည္ေခ်ာင္းဝ၏ ပံုစံျဖစ္သည္။

ကဲ ေအာက္က ဗ်ည္းေတြကို ေလ့လာၾကည့္ၾကရေအာင္။ CD 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자음 1 ဗ်ည္း (၁)

ㄱ
[k/g]

ㄴ
[n]

ㄷ
[t/d]

ㄹ
[r/l]

ㅁ
[m]

ㅂ
[p/b]

ㅅ
[s/ʃ]

ㅇ
[ŋ]

ㅈ
[ʧ/ʤ]

ㅎ
[h]

K-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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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လုိက္ဆုိလို႔ ျပီးရင္ နားေထာင္ျပီး လုိက္ေရးၾကည့္ရေအာင္။

ဗ်ည္း ေရးနည္း အေရးေလ့က်င့္ရန္

ㄱ [k/g] ㄱ

ㄴ [n] ㄴ

ㄷ [t/d] ㄷ

ㄹ [r/l] ㄹ

ㅁ [m] ㅁ

ㅂ [p/b] ㅂ

ㅅ [s/ʃ] ㅅ

ㅇ [ŋ] ㅇ

ㅈ [ʧ/ʤ] ㅈ

ㅎ [h] ㅎ

①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①

②

②
①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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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လုိ႔ ျပီးရင္ တစ္ေခါက္ ထပ္ျပီး နားေထာင္ရင္း လုိက္ဆုိၾကည့္ပါ။

‘ㅇ’ ဗ်ည္းက အသတ္ေနရာမွာ ရွိရင္ [ŋ/င] အသံထြက္ပါတယ္။ စကားလံုး တစ္လံုး ျဖစ္လာဖုိ႔ ဗ်ည္းနဲ႔ သရ
ရွိရတာမုိ႔ ေဘးသရနဲ႔ ဗ်ည္းကုိ တြဲေရးတဲ့အခါမွာ သရရဲ႕ အေရွ႕(ဘယ္ဘက္ျခမ္း)မွာ ဗ်ည္းကုိ ေရးရျပီး
ေအာက္သရနဲ႔ ဗ်ည္းကို တြဲေရးတဲ့အခါမွာေတာ့ သရရဲ႕ အေပၚမွာ ဗ်ည္းကို ေရးရပါတယ္။

ㄴ ㅏ
ㄴ

ㅗ

ဗ်ည္းနဲ႔ သရကို နားေထာင္ရင္း တြဲေရးၾကည့္ၾကရေအာင္။

(1) ㄱ +

ㅏ

→ 가 (6) ㅂ +

ㅗ

→ 보

(2) ㄴ + → (7) ㅅ + →

(3) ㄷ + → (8) ㅇ + →

(4) ㄹ + → (9) ㅈ + →

(5) ㅁ + → (10) 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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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ဗ်ည္းနဲ႔ သရေတြကို ေပါင္းေရးၾကည့္ၾကရေအာင္။ ဗ်ည္းကို အရင္ေရးျပီး ေဘးသရ သုိ႔မဟုတ္
ေအာက္သရကို ေရးပါ။ ေသခ်ာ ၾကည့္ျပီး လုိက္ေရးပါ။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고

ㄴ 냐

ㄷ 더

ㄹ 려

ㅁ 모

ㅂ

ㅅ

ㅇ

ㅈ

ㅎ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ရိုးရိုးသရနဲ႔ ဗ်ည္းကို ေပါင္းထားတာေတြကိုပဲ အရင္ ဆုိၾကည့္ပါ။ 
အလ်ားလိုက္ အရင္ ဆုိၾကည့္ရေအာင္။ ျပီးရင္ ေဒါင္လုိက္ ဆက္ဆုိၾကည့္ပါ။ 

‘ㄱ’ ဗ်ည္းက ေဘးသရနဲ႔ တြဲတဲ့အခါနဲ႔ ေအာက္သရနဲ႔ တြဲတဲ့အခါ ေရးနည္း နည္းနည္း ကြာပါတယ္။ 
နမူနာပံုကုိ ၾကည့္ျပီး လိုက္ေရးၾကည့္ပါ။

ဗ်ည္း

သ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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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အာက္ပါတို႔ကုိ တစ္ခုခ်င္း ဖတ္ၾကည့္ပါ။ ျပီးရင္ CD ကုိ နားေထာင္ျပီး အမွားအမွန္ စစ္ပါ။ မွားသြားတဲ့ 
စကားလံုးေတြကို ျပန္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1) 가  다  마  사 (2) 바  나  라  자 (3) 후  주  수  부 (4) 로  도  노  고

 (5) 너  러  저  허 (6) 규  류  슈  쥬 (7) 드  므  브  스 (8) 기  리  지  히

2.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1) 노래   모래 (2) 가수  다수 (3) 사요  자요        

 (4) 고리   도리 (5) 머리  허리 (6) 비누  부누

3. ေအာက္ပါ စကားလံုးမ်ားကုိ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1) 가수     (2) 아기     (3) 네모 

   အဆိုေတာ္   ကေလး    စတုဂံ

 (4) 다리  (5) 소리    (6) 모자 

   ေျခေထာက္   အသံ     ဦးထုပ္

 (7) 아버지  (8) 사자    (9) 새우 

   အေဖ   ျခေသၤ့     ပုဇြန္

연습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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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4.   ေသခ်ာ နားေထာင္ျပီး လုိက္ေရးၾကည့္ရေအာင္။ 
(1)   (2)

(3)   (4)

(5)   (6)

정답     2. (1) 노래  (2) 가수  (3) 자요  (4) 고리  (5) 허리  (6) 비누

 4. (1) 고기  (2) 나무  (3) 도로  (4) 모자  (5) 버스  (6) 바지

ေရးျပီးရင္ ျပန္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သံုးၾကိမ္ ေလ့က်င့္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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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음 2  ဗ်ည္းမ်ား (၂)

အေျခခံဗ်ည္းမ်ား ‘ㄱ, ㄷ, ㅂ, ㅈ’ မွာ ဆြဲခ်က္တစ္ခ်က္ ထပ္တုိးလုိက္ရင္ သံျပင္းဗ်ည္းမ်ား ‘ㅋ, ㅌ, ㅍ, ㅊ’  
ရပါတယ္။ ‘ㅋ, ㅌ, ㅍ, ㅊ’ ဗ်ည္းသံမ်ားဟာ ‘ㄱ, ㄷ, ㅂ, ㅈ’ ဗ်ည္းမ်ားထက္ အသံပိုျပင္းျပီး ေလသံ 
ပိုမ်ားပါတယ္။ CD 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ㄱ
[k/g]

→

ㅋ
[kh]

ㄷ
[t/d]

ㅌ
[th]

ㅂ
[p/b]

ㅍ
[ph]

ㅈ
[ʧ/ʤ]

ㅊ
[tʃh]

ထပ္ေလ့က်င့္ၾကရေအာင္။

(1) ‘ㄱ’ နဲ႔  ‘ㅋ’ ကို တစ္လွည့္စီ ဆုိၾကည့္ပါ။
(2) ‘ㄷ’ နဲ႔  ‘ㅌ’ ကို တစ္လွည့္စီ ဆုိၾကည့္ပါ။
(3) ‘ㅂ’ နဲ႔  ‘ㅍ’ ကို တစ္လွည့္စီ ဆုိၾကည့္ပါ။
(4) ‘ㅈ’ နဲ႔  ‘ㅊ’ ကို တစ္လွည့္စီ ဆုိၾကည့္ပါ။

ေလအား မတူတာကို ခံစားမိပါသလား။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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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ဗ်ည္းသံေတြကို ထပ္နားေထာင္ျပီး ေရးၾကည့္ပါ။

ဗ်ည္း ေရးနည္း အေရးေလ့က်င့္ရန္

ㅋ [kh] ㅋ

ㅌ [th] ㅌ

ㅍ [ph] ㅍ

ㅊ [tʃh] ㅊ

ေရးျပီးရင္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ပီးရင္ သံျပင္းဗ်ည္းနဲ႔ သရကို ေပါင္းျပီး ေရးၾကည့္ရေအာင္။

ေရးရင္းနဲ႔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1) ㅋ +

ㅏ

→ 카 (5) ㅋ +

ㅗ

→ 코

(2) ㅌ + → (6) ㅌ + →

(3) ㅍ + → (7) ㅍ + →

(4) ㅊ + → (8) ㅊ + →

①

①

①

①

③

③

③

④

②

②

②

②

44  02 한글 익히기Ⅱ 02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45



ဗ်ည္းနဲ႔ သရေတြကို ေပါင္းေရးၾကည့္ၾကရေအာင္။ ဗ်ည္းကို အရင္ေရးျပီး ေဘးသရ သုိ႔မဟုတ္
ေအာက္သရကို ေရးပါ။ ေသခ်ာ ၾကည့္ျပီး လုိက္ေရးပါ။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ㅋ 카 코 키

ㅌ 터 태

ㅍ 포 피

ㅊ 추

ျပီးျပီလား။ ဒါဆုိရင္ နားေထာင္ရင္း လုိက္ေျပာၾကည့္ရေအာင္။ အရင္ဆံုး အလ်ားလုိက္ 
ဖတ္ၾကည့္ရေအာင္။ ျပီးရင္ ေဒါင္လုိက္ ဖတ္ၾကည့္ပါ။

1.     ေအာက္ပါတုိ႔ကို ဖတ္ပါ။ ျပီးရင္ CDကို နားေထာင္ျပီး အမွန္အမွား စစ္ပါ။ မွားသြားတဲ ့
စကားလံုးေတြကို ျပန္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1) 차  카  타  파 (2) 초  코  토  포 (3) 쿠  투  푸  추 (4) 티  치  키  티

2.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1) 보도   포도 (2) 기자   기차  (3) 고     코

 (4) 타요   다요 (5) 치마   지마  (6) 스키  수키

연습 ေလ့က်င့္ခန္း

ဗ်ည္း
သ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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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3.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1) 치마  (2) 코   (3) 타조 

  စကတ္   ႏွာေခါင္း   ငွက္ကုလားအုတ္

 (4) 포도  (5) 카메라  (6) 스키 

  စပ်စ္သီး   ကင္မရာ   ႏွင္းေလွ်ာစီးျခင္း

 (7) 커피  (8) 기차  (9) 피아노 

  ေကာ္ဖ ီ   ရထား   စႏၵရား

4.   ေသခ်ာ နားေထာင္ျပီး လုိက္ေရးၾကည့္ရေအာင္။ 
(1)   (2) 

(3)   (4)

(5)   (6)

정답     2. (1) 포도  (2) 기차  (3) 코  (4) 타요  (5) 치마  (6) 스키

 4. (1) 치즈  (2) 커피  (3) 기타  (4) 포크  (5) 고추  (6) 쿠키

ေရးျပီးရင္ ျပန္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သံုးၾကိမ္ ေလ့က်င့္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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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음 3  ဗ်ည္းမ်ား (၃)

‘ㄱ, ㄷ, ㅂ, ㅅ, ㅈ’ ဗ်ည္းမ်ားကို ႏွစ္ၾကိမ္ ပူးကပ္ေရးရင္ ‘ㄲ, ㄸ, ㅃ, ㅆ, ㅉ’ ဗ်ည္းမ်ား ရပါတယ္။
‘ㄲ, ㄸ, ㅃ, ㅆ, ㅉ’ ဗ်ည္းမ်ားရဲ႕ အသံထြက္ကေတာ့ အသံၾကိဳးကို တုန္ခါျပီး
အားနဲ႔ ထြက္ရတာျဖစ္ပါတယ္။

CD ကို နားေထာင္ျပီး လုိက္ဆုိပါ။

ㄱ
[k/g]

→

ㄲ
[k΄] 

ㄷ
[t/d]

ㄸ
[t΄]

ㅂ
[p/b]

ㅃ
[p΄]

ㅅ
[s]

ㅆ
[s΄]

ㅈ
[ʧ/ʤ]

ㅉ
[ʧ΄]

အခုအခ်ိန္ကစျပီး အေျခခံဗ်ည္း (ㄱ, ㄷ, ㅂ, ㅅ, ㅈ), သံျပင္းဗ်ည္း (ㅋ, ㅌ, ㅍ, ㅊ) နဲ႔ ႏွစ္လံုးတြဲဗ်ည္း
(ㄲ, ㄸ, ㅃ, ㅆ, ㅉ) တုိ႔ကို ထပ္ဆုိျပီး ေလ့က်င့္ၾကည့္ပါဦး။

ဗ်ည္း တစ္လံုးခ်င္းစီကို ရြတ္ၾကည့္တဲ့အခါမွာ ႏႈတ္ခမ္းေရွ႕မွာ လက္ဖဝါးကို ေထာင္ထားျပီး
အသံတစ္ခုစီရဲ႕ ေလအားကို ခံစားၾကည့္ပါ။

(1) ‘ㅋ’, ‘ㄱ’, ‘ㄲ’ ကုိ အစဥ္လုိက္ ရြတ္ၾကည့္ပါ။
(2) ‘ㅌ’, ‘ㄷ’, ‘ㄸ’ ကုိ အစဥ္လုိက္ ရြတ္ၾကည့္ပါ။
(3) ‘ㅍ’, ‘ㅂ’, ‘ㅃ’ ကုိ အစဥ္လုိက္ ရြတ္ၾကည့္ပါ။
(4) ‘ㅅ’, ‘ㅆ’ ကုိ အစဥ္လုိက္ ရြတ္ၾကည့္ပါ။
(5) ‘ㅊ’, ‘ㅈ’, ‘ㅉ’ ကုိ အစဥ္လုိက္ ရြ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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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သခ်ာ နားေထာင္ျပီး လုိက္ေရးၾကည့္ပါ။

ဗ်ည္း ေရးနည္း အေရးေလ့က်င့္ရန္

ㄲ [k´] ㄲ

ㄸ [t´] ㄸ

ㅃ [p´] ㅃ

ㅆ [s´] ㅆ

ㅉ [ʧ´] ㅉ

ေရးျပီးရင္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ပီးရင္ ဗ်ည္းနဲ႔ သရကို နားေထာင္ရင္း လုိက္ဆုိရင္း လုိက္ေရးၾကည့္ပါ။

(1) ㄲ +

ㅏ

→ 까 (6) ㄲ +

ㅗ

→ 꼬

(2) ㄸ + → (7) ㄸ + →

(3) ㅃ + → (8) ㅃ + →

(4) ㅆ + → (9) ㅆ + →

(5) ㅉ + → (10) ㅉ + →

① ②

①③

④
②

①
③ ⑦

⑧
④⑤⑥

②

①
③

④②

①③

④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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ဗ်ည္းနဲ႔ သရေတြကို ေပါင္းေရးၾကည့္ပါ။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ㄲ 까 께

ㄸ 떠 때

ㅃ 뽀 삐

ㅆ 써 쓰

ㅉ 쭈 째

ေရးျပီးရင္ တစ္ေခါက္ ထပ္ျပီး နားေထာင္ရင္း လိုက္ဆုိၾကည့္ပါ။ အလ်ားလုိက္ အရင္ ဆုိၾကည့္ပါ။ 
ျပီးရင္ ေဒါင္လုိက္ဆုိၾကည့္ပါ။

1.    ေအာက္ပါတို႔ကုိ ဖတ္ပါ။ ျပီးရင္ CDကုိ နားေထာင္ျပီး အမွန္အမွား စစ္ပါ။ မွားသြားတ့ဲ စကားလုံးေတြကုိ 

ျပန္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1) 까 따 빠 싸 짜 (2) 꼬 또 뽀 쏘 쪼 (3) 꾸 뚜 뿌 쑤 쭈 (4) 끼 띠 삐 씨 찌

2.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1) 가요 까요 (2) 차요 짜요 (3) 커요 꺼요

 (4) 사요 싸요 (5) 부리 뿌리 (6) 아파요 바빠요

연습 ေလ့က်င့္ခန္း 

ဗ်ည္း

သ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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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3.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1) 까치  (2) 어깨   (3) 귀뚜라미 

          ငွက္က်ား   ပခံုး  ပုရစ္
      

  (4) 뿌리  (5) 아저씨  (6) 찌개 

  အျမစ ္      ဦးေလးၾကီး  အရည္ေသာက္ဟင္း
    

4.  ေသခ်ာနားေထာင္ျပီး လုိက္ေရးပါ။ တစ္ေခါက္ ထပ္ နားေထာင္ျပီး လုိက္ဆုိရင္း စစ္ၾကည့္ပါ။

(1)   (2) 

(3)   (4)

(5)   (6)

정답     2. (1) 가요  (2) 짜요  (3) 커요  (4) 싸요  (5) 뿌리  (6) 아파요

 4. (1) 꼬리  (2) 토끼  (3) 짜다  (4) 뿌리  (5) 어깨  (6) 쓰다

တစ္ေခါက္ ထပ္ နားေထာင္ျပီး လုိက္ဆုိရင္း စစ္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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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받침   အသတ္မ်ား

‘အမ်ဳိးသမီး’ ဆုိတဲ့ ျမန္မာစကားလံုးကို ေရးတဲ့အခါ သရေတြက ဗ်ည္းရဲ႕ ေဘးနဲ႔ အေပၚမွာ ရွိပါတယ္။ 
ကုိရီးယားဘာသာစကားမွာေတာ့ ‘숙녀’ ကို ေရးတဲ့အခါ ဗ်ည္းနဲ႔ သရကို အရင္ေရးျပီး သူ႔ရဲ႕ ေအာက္မွာ 
ေနာက္ထပ္ ဗ်ည္းတစ္လံုးကို ထပ္ေရးရပါတယ္။ အဲဒီလို ဗ်ည္းသရရဲ႕ေအာက္မွာ ေရးတဲ့ ဗ်ည္းကို 
‘받침(အသတ္)’ လုိ႔ ေခၚပါတယ္။

공  밥

ဗ်ည္း ၁၉ လံုးထဲက (ㄸ, ㅃ, ㅉ)ကေတာ့ အသတ္အျဖစ္နဲ႔ အသုံးျပဳလုိ႔ မရတဲ့ ဗ်ည္းမ်ား ျဖစ္ပါတယ္။ 
အသတ္သံေတြကေတာ့ စုစုေပါင္း (၇)လံုးပဲရွိပါတယ္။ အဲဒါေတြကေ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တြပဲျဖစ္ပါတယ္။

အသတ္မ်ား အသံထြက္ ဥပမာ

ㄴ [n] 안: [안]

ㅁ [m] 암: [암]

ㅇ [ŋ] 앙: [앙]

ㄹ [l] 알: [알]

ㅂ, ㅍ [p] 압, 앞: [압]

ㄱ, ㄲ, ㅋ [k] 악, 앆, 앜: [악]

ㄷ, ㅌ, ㅅ, ㅆ, ㅈ, ㅊ, ㅎ [t] 앋, 앝, 앗, 았, 앚, 앛, 앟: [앋]

အသတ္သံေတြ ေလ့က်င့္ၾကည့္ၾကရေအာင္။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나
[na]

마
[ma]

X 라
[ra]

바
[pa]

가
[ka]

다
[ta]

은
[ɨn]

음
[ɨm]

응
[ɨŋ]

을
[ɨl]

읍
[ɨp]

윽
[ɨk] [ɨt]

အသ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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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အဆင္ေျပရဲ႕လား။ အသံထြက္ရတာ ခက္ေနလား။

‘밥’ ဆုိတဲ့ စကားလံုးမွာ ဗ်ည္းေနရာနဲ႔ အသတ္ေနရာမွာ ‘ㅂ’ႏွစ္ခါ ပါပါတယ္။ ဗ်ည္းေနရာက ‘ㅂ’ကို 
ေဖာက္ခဲြသံလုိ႔ ေခၚပါတယ္။ အဆုတ္ထဲက ေလကို ႏႈတ္ခမ္းကေန ဖြင့္ေဖာက္ထုတ္ရတာေၾကာင့္ျဖစ္ပါ
တယ္။ အသတ္ေနရာက ‘ㅂ’ကေတာ့ ပါးစပ္ပိတ္သံျဖစ္ပါတယ္။ ဥပမာ ‘읍’ကုိအသံထြက္တဲ့အခါေလကို 
ပါးစပ္ကေန ျပန္ထြက္မသြားေစဘဲ ပိတ္ထားရသလိုေပ့ါ။ ဗ်ည္းခ်င္းတူေပမဲ့ ေနရာအေပၚ 
မူတည္ျပီးအသံထြက္ပံု ကြာျခားပါတယ္။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သရနဲ႔ အသတ္ကို တြဲေရးၾကည့္ၾကရေအာင္။ ေဘးသရနဲ႔ပဲတြဲတြဲ၊ ေအာက္သရနဲ႔ပဲတြဲတြဲ 
အသတ္ကိုစကားလံုးတစ္တြဲလံုးရဲ႕ ေအာက္မွာ ေရးရပါတယ္။ ေဘးသရနဲ႔ တြဲတဲ့ အသတ္ေတြကို အရင္
ေရးၾကည့္ရေအာင္။

C V
C

ㅇ ㅣ 아
ㅂ ㄴ

아 + ㄴ 안

야 + ㅁ 얌

어 + ㅇ 엉

여 + ㅂ 엽

이 + ㄱ 익

ျပီးရင္ေတာ့ CDကို နားေထာင္ျပီး တစ္ခုခ်င္း လုိက္ဆုိပါ။

သုညဗ်ည္းနဲ႔ ေအာက္သရနဲ႔ တြဲတဲ့ အသတ္ေတြကို ေရးၾကည့္ရေအာင္။

C
V
C

요 우
ㅇ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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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ㄱ 옥

요 + ㅁ 욤

우 + ㅇ 웅

유 + ㄴ 윤

으 + ㅂ 읍

ျပီးျပီလား။ ျပီးရင္ CD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ဒီတစ္ခါေတာ့ ဗ်ည္း၊ ေဘးသရနဲ႔ အသတ္ကို တြဲေရးၾကည့္ရေအာင္။

cv
c

ㅅㅏ ㅈㅣ
 ㄴ  ㅂ

ㅅ + ㅏ + ㄴ 산

ㅈ + ㅣ + ㅂ 집

ㅂ + ㅏ + ㅁ 밤

ㄴ + ㅓ + ㅁ 넘

ㄱ + ㅕ + ㅇ 경

တစ္ဆက္တည္းပဲ ဗ်ည္း၊ ေအာက္သရနဲ႔ အသတ္ကို တြဲေရးၾကည့္ရေအာင္။

C
V
C

ㄱ ㅁ
ㅗ ㅜ
ㅁ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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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ㄱ + ㅗ + ㅁ 곰

ㅁ + ㅜ + ㄹ 물

ㄱ + ㅜ + ㄱ 국

ㅈ + ㅡ + ㅂ 즙

ㅂ + ㅗ + ㄴ 본

ျပီးရင္ေတာ့ CDကို နားေထာင္ျပီး တစ္ခုခ်င္း လုိက္ဆုိပါ။

ကုိရီးယားစကားလံုးမ်ားမွာ ႏွစ္လံုးတြဲအသတ္ေတြလည္း ရွိပါတယ္။ 
ဒါေပမဲ့ အသတ္သံကိုေတာ့ တစ္လံုးတည္းပဲ ထြက္ရပါတယ္။

값
[kap]

 

ေအာက္က စကားလံုးေတြကို ဖတ္ၾကည့္ၾကရေအာင္။ CDကို နားေထာင္ျပီး တစ္ခုခ်င္း လုိက္ဆုိပါ။

여덟
[yʌdʌl]

닭
[tak]

몫
[mok]

삶다
[samt′a]

앉다
[ant′a]

넓다
[nʌlt′a]

맑다
[makt'a]

젊다
[ jʌmt'a]

  ဘယ္လိုလဲ။ ခက္တဲ့ စကားလံုး ရွိရင္ ေသခ်ာ ျပန္နားေထာင္ျပီး ထပ္ဆုိ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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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1) 곰     공 (2) 달    답  (3) 목     몸

  (4) 방     발 (5) 삼    산  (6) 일     입

2.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1) 눈      산       편지 (2)  밤      마음      몸무게

  (3) 공      양      강아지 (4)  달 딸 일 

  (5) 집      잎      수업  (6)  국 밖 부엌

  (7) 옷      낮         꽃  (8)  책 붓 아홉 

3.   ေသခ်ာ နားေထာင္ျပီး ၾကားရတဲ့ စကားလံုးကုိ ဝိုင္းပါ။

  (1)                  

(ㄹ, ㄱ)

 (2)                  

(ㄱ, ㅅ)

 (3)                   

(ㅂ, ㅅ)

 

 (4)                  

(ㄴ, ㅈ)

 (5)                  

(ㄹ, ㅁ)

 (6)                   

(ㄹ, ㅂ)

  

4.     ေသခ်ာ နားေထာင္ျပီး လုိက္ေရးပါ။

연습 ေလ့က်င့္ခန္း 

닭

앉다

몫

삶

값

넓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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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5)

(6)

(7)

(8)

(9)

(10)

(11)

(12)

(13)

(14)

정답     1. (1) 공  (2) 달  (3) 몸  (4) 방  (5) 산  (6) 입    

3. (1) ㄱ  (2) ㄱ  (3) ㅂ  (4) ㄴ  (5) ㅁ  (6) ㄹ 

4. (1) 옷  (2) 양  (3) 집  (4) 입  (5) 일  (6) 잎  (7) 책  (8) 밖  (9) 구름  (10) 산  (11) 꽃  (12) 별  (13) 말  (14) 삼

 ျပီးရင္ စကားလံုး အားလံုးကုိ အသံထြက္ရင္း သံုးၾကိမ္စီ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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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어 읽기   အသံကူးျခင္း

အသတ္ပါတဲ့ စကားလံုးရဲ႕ အေနာက္မွာ သရနဲ႔စတဲ့ စကားလံုး (ဗ်ည္းမဲ့သေကၤတ ‘ㅇ’) ရွိရင္ 
ေရွ႕က စကားလံုးရဲ႕ အသတ္ဟာ ေနာက္က စကားလံုးရဲ႕ ဗ်ည္းအျဖစ္ အသံထြက္ရပါတယ္။

밥 을     → 밥 을

먹 어 요 → 먹 어 요

 [바블]

 [머거요]

CD 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ရွ႕က စကားလံုးရဲ႕ အသတ္က ဗ်ည္းႏွစ္လံုးတြဲျဖစ္ေနရင္ေတာ့ ပထမအသတ္က ေရွ႕စကားလံုးရဲ႕
အသတ္သံျဖစ္ျပီး ဒုတိယအသတ္က ေနာက္စကားလံုးရဲ႕ ဗ်ည္းျဖစ္ပါတယ္။ ‘ㄹ’ အသတ္က
ဗ်ည္းေနရာကိုေရာက္ရင္ [r] သံထြက္ပါတယ္။ 

음악[으막] 한국어[한구거] 할아버지[하라버지]

집에[지베] 꽃이[꼬치] 이름이[이르미]

걸어요[거러요] 앉아요[안자요] 읽어요[일거요]

ကိုယ့္ဘာသာ တစ္ေခါက္ ဖတ္ၾကည့္ပါ။ ျပီးရင္ ျပန္နားေထာင္ျပီး စစ္ၾကည့္ပါ။

1. ေအာက္ပါတုိ႔ကို ဖတ္ပါ။

 (1) 물이 (2) 문을   (3) 앞에

 (4) 닫아요 (5) 싶어요  (6) 있어요

 (7) 깎아요 (8) 읽어요  (9) 앉아요

2. ေအာက္ပါ ဝါက်မ်ားကို ဖတ္ပါ။

 (1) 창문을 닫으세요.  (2) 사진을 찍었어요. 

 (3) 책에 이름을 쓰세요. (4) 물을 마시고 싶어요.  

 (5)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연습 ေလ့က်င့္ခန္း 

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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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အေျခခံစကားလံုးမ်ား ေလ့လာျခင္း (၂)

စကားလံုးေတြကို အေရး ေလ့က်င့္ပါ။ ျပီးရင္ အလ်ားလုိက္ တစ္ခါ၊ ေဒါင္လိုက္ တစ္ခါ 
အၾကိမ္ၾကိမ္ ဖတ္ၾကည့္ပါ။

ㅏ ㅣ ㅜ ㅔ ㅗ ㅐ ㅓ ㅡ

ㄱ 가

ㄴ 니

ㄷ 두

ㄹ 레

ㅁ 모

ㅂ 배

ㅅ 서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ဗ်ည္း
သ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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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한국어
စာသင္ခန္းသံုး စကားမ်ား 

စာသင္ခန္းမွာ ဘယ္သူေတြ ရိွပါသလဲ။ ျပီးေတာ့ ဘာ ပစၥည္းေတြ ရိွပါသလဲ။

선생님
ဆရာမ

반 친구
(အတန္းထဲက)

သူငယ္ခ်င္း

학생
ေက်ာင္းသား

칠판
ေက်ာက္သင္ပုန္း

연필
ခဲတံ

지우개
ခဲဖ်က္

볼펜
ေဘာပင္

필통
ခဲတံအိတ္

책상
စာေရးစားပြဲ

책
စာအုပ္

의자
ကုလားထိုင္

공책
ဗလာစာအုပ္

시계
နာရီ

창문
ျပတင္းေပါက္

달력
ျပကၡဒိန္

문
တံခါး

Track 18

03
ဒီ သင္ခန္းစာမွာေတာ့ စာသင္ခန္းသံုး စကားမ်ားနဲ႔ ပတ္သက္ျပီး ေလ့က်င့္သြားမွာ ျဖစ္ပါတယ္။ 
စာသင္ခန ္ းမ ွာ ရ ွ ိတဲ ့  ပစ ၥည္းေတြန ဲ ႔  စာသင္ခန ္ းမ ွာ ေျပာရတဲ ့  စကားအသံ ု းအႏႈန ္ းေတြကိ ု 
ၾကည့္ၾက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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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한국어
စာသင္ခန္းသံုး စကားမ်ား

Track 19

စာသင္ခန္းထဲမွာ မၾကာခဏ ေျပာတဲ့ စကားဆုိရင္ ဘာေတြ ရွိမလဲ။ စဥ္းစားၾကည့္ၾကရေအာင္။

책을 펴세요.
စာအုပ္ကို ဖြင့္ပါ။

책을 덮으세요.
စာအုပ္ကို ပိတ္ပါ။

보세요.
ၾကည့္ပါ။

들으세요.
ေသခ်ာ နားေထာင္ပါ။

따라하세요.
လိုက္ဆိုပါ။

읽으세요.
ဖတ္ပါ။

알겠어요?
နားလည္ျပီလား။

질문 있어요?
ေမးစရာ ရွိလား။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နားလည္ပါျပီ။

네, 질문 있습니다.
ဟုတ္ကဲ့၊ ေမးစရာ ရွိပါတယ္။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ဟင့္အင္း၊ နားမလည္ေသးပါဘူး။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ဟင့္အင္း၊ ေမးစရာ မရွိပါဘူး။

쓰세요.
ေရးပါ။

대답하세요.
ေျဖပါ။

이야기하세요.
ေျပာပါ။

안녕하세요.
저는 수루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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ဒီ သင္ခန္းစာမွာေတာ့ ကိုရီးယားလုိ ႏႈတ္ဆက္ပံု အမ်ဳိးမ်ဳိးကုိ ေလ့လာၾကည့္ၾကရေအာင္။

တစ္ေယာက္နဲ႔ တစ္ေယာက္ ေတြ႔ရင္ ဘယ္လို ႏႈတ္ဆက္ၾကမလဲ။

안녕하세요.
မဂၤလာပါ။

안녕하세요.
မဂၤလာပါ။

만나서 반갑습니다.
ေတြ႔ရတာ ဝမ္းသာပါတယ္။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ဟုတ္ကဲ့၊ ေတြ႔ရတာ ဝမ္းသာပါတယ္။

안녕하세요
မဂၤလာပါ။

Track 2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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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မဂၤလာပါ။

တစ္ေယာက္နဲ႔ တစ္ေယာက္ လမ္းခြဲၾကတဲ့အခါ ဘယ္လို ႏႈတ္ဆက္ၾကမလဲ။

안녕히 계세요.
ခြင့္ျပဳပါဦး။

안녕히 가세요.
ဂရုစိုက္ သြားပါ။

ေက်းဇူးတင္တဲ့အခါနဲ႔ ေတာင္းပန္တဲ့အခါမွာ ဒီလုိ ေျပာရပါတယ္။

감사합니다.
ေက်းဇူးတင္ပါတယ္။

죄송합니다.
ေတာင္းပန္ပါတယ္။

아니에요.
အာ .. မဟုတ္တာ။

괜찮아요.
ရ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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ဒီ သင္ခန္းစာမွာေတာ့ သင္ခန္းစာ(၄)က ႏႈတ္ဆက္စကားမ်ားရဲ႕ ေနာက္ဆက္တြဲအားျဖင့္ 
ကိုရီးယားယဥ္ေက်းမႈရဲ႕ ႏႈတ္ဆက္နည္းမ်ားကို ထပ္ဆင့္ ေလ့လာသြားမွာ ျဖစ္ပါတယ္။

မနက္ အိပ္ရာထခ်ိန္နဲ႔ ညအိပ္ရာဝင္ခ်ိန္ ႏႈတ္ဆက္နည္းကို ေလ့လာၾကည့္ရေအာင္။

주말 잘 보내세요
ပိတ္ရက္မွာ ေအးေအးေဆးေဆး နားပါ။

안녕히 주무세요.
ေကာင္းေသာ ညျဖစ္ပါေစ။

안녕히
주무셨어요?
အိပ္ရတာ 
အဆင္ေျပရဲ႕လား။

잘 자요.
ေကာင္းေသာညပါ။

잘 먹겠습니다.
ေကာင္းေကာင္း စားပါ့မယ္။

많이 드세요.
မ်ားမ်ား စားပါ။

네, 잘 잤어요?
ဟုတ္ကဲ့၊ 
အိပ္လုိ႔ေကာင္းရဲ႕လား။ 

잘 먹었습니다.
စားလို႔ အရမ္း 
ေကာင္းပါတယ္။

네.
ဟုတ္ကဲ့ပါ။

Track 21

05

အစာ မစားမီနဲ႔ စားျပီးရင္လည္း အခုလုိ ႏႈတ္ဆက္ရ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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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잘 보내세요
ပိတ္ရက္မွာ ေအးေအးေဆးေဆး နားပါ။

주말 잘 보내세요.
စေန၊ တနဂၤေႏြမွာ 
ေအးေအးေဆးေဆး နားပါ။

축하합니다.
ဂုဏ္ယူပါတယ္။

네, 주말 잘 보내세요.
ဟုတ္ကဲ့၊ ပိတ္ရက္မွာ 
ေအးေအးေဆးေဆး နားပါ။

감사합니다.
 ေက်းဇူးတင္ပါတယ္။ 

ဂုဏ္ျပဳစကားကိုေရာ ဘယ္လို ေျပာရမလဲ။

ရက္သတၱပတ္ ကုန္ဆံုးခ်ိန္ လမ္းခြဲၾကတဲ့အခါ ဘယ္လို ႏႈတ္ဆက္ၾကမ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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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안녕하세요.
	 မဂၤလာပါ။
	 저는	이민수입니다.
 ကၽြန္ေတာ္	အီမင္းဆူပါ။

투안	 안녕하세요.
 မဂၤလာပါ။

	 저는	투안입니다.
 ကၽြန္ေတာ္	ထူအန္းပါ။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ကၽြန္ေတာ္က		

06 저는 투안입니다
	ကၽြန္ေတာ္က	ထူအန္းပါ။	

저 ကၽြန္ေတာ္၊	ကၽြန္မ
ေျပာသူက	တဖတ္သားႏွင့္	
စကားေျပာခ်ိန	္မိမိကုိယ္ကုိ	
ႏွိမ့္ခ်ေျပာဆုိေသာ	စကား

·저는 이영진입니다.

 ကၽြန္မ	အီေယာင္းဂ်င္း	ျဖစ္ပါတယ္။	

·  저는 미얀마 사람입니다. 

   ကၽြန္ေတာ္ကေတာ့ 
ျမန္မာလူမ်ဳိးပါ။

1.	투안	씨는	누구와	인사를	했어요?	ထူအန္းက	ဘယ္သူနဲ႔	ႏႈတ္ဆက္ခဲ့လဲ။	

2.	투안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ထူအန္းက	ဘာလူမ်ိဳးလဲ။	

정답   1. 민수 씨와 인사를 했어요.   2. 베트남 사람입니다.

ေအာက္မွာ	မင္းဆူနဲ႔	ထူအန္းတို႔	စကားေျပာေနတာေလး	ေဖာ္ျပထားပါတယ္။	သူတို	့	ႏွစ္ေယာက္	
တစ္ဦးႏွင့္	တစ္ဦး	အျပန္အလွန္	ႏႈတ္ဆက္ေနပါတယ္။	အရင္ဆံုး	သူတို	့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အေသအ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အာက္က	ေမးခြန္းေတြ	ေျဖေပးပါ။	

06 ကၽြန္ေတာ္က	ထူအန္းပါ။  6766  06	저는	투안입니다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မိမိကိုယ္ကို	မိတ္ဆက္ျခင္း	
□သဒၵါ  입니다,	입니까	

□ေဝါဟာရ		ႏုိင္ငံအမည္မ်ား	၊	အလုပ္အကိုင	္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တ္ဆက္ျခ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22

안녕하세요 မဂၤလာပါ	
တျခားသူႏွင့	္ေတြ႔ဆုံႏႈတ္ဆက္ခ်ိန ္

အသုံးျပဳေသာ	အသုံးအႏႈ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မဂၤလာပါ။	ကၽြန္ေတာ္	အီမင္းဆူပါ။	
·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မဂၤလာပါ။	ေတြ	့ရတာ	
၀မ္းသာပါတယ္။	



한국
ေတာင္ကုိရီးယား

동티모르
အေရွ	့တီေမာ

네팔
နီေပါ

몽골
မြန္ဂို

우즈베키스탄
ဥဇဘက္ကစၥတန္

중국
တရုတ္

인도네시아
အင္ဒိုနီးရွား

캄보디아
ကေမာၻဒီးယား

베트남
ဗီယက္နမ္

방글라데시
ဘဂၤလားေဒ့ရွ္

스리랑카
သီရိလကၤာ

키르기스스탄
ကာဂ်စၥတန္

파키스탄
ပါကစၥတန္

태국
ထုိင္း

필리핀
ဖိလစ္ပိုင္

ေအာက္ပါ	အလံမ်ားမွာ	ကိုရီးယားသို	့အလုပ္	လာလုပ္သူမ်ားရဲ့	ႏိုင္ငံအလံမ်ား	ျဖစ္ပါတယ္။	ႏိုင္င	ံ
တစ္ႏိုင္ငံခ်င္းစီရဲ့	အလံမ်ားနဲ႔	ပတ္သက္ျပီး	သင္ယူၾက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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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န္မာစကားမွာ	ၾကိယာရဲ႕	မူရင္းပံုစံကုိ	ေျပာတဲ့အခါ	‘-သည္’ ကို	သံုးပါတယ္။	ဥပမာ	‘ျဖစ္သည’္ ‘ခ်စ္သည’္ 
စသည္ျဖင့္	ရွိပါတယ္။	အလားတူပဲ	ကိုရီးယားစကားမွာလည္း	ၾကိယာရဲ႕	မူရင္းပံုစံကုိ	ေျပာတဲ့အခါ	‘-다’ကို	
သံုးပါတယ္။	‘이다’ ဆုိရင္	‘ျဖစ္သည္’ဆုိတဲ့	အဓိပၸါယ္ျဖစ္ပါတယ္။	‘ျဖစ္သည္’ဆုိတဲ့	စကားလံုးကို	ဝါက်ထဲမွာ	
သံုးခ်င္ရင္	ဝါက်အဆံုးသတ္စကားလံုး	‘-တယ’	နဲ႔	တြဲေပးရပါတယ္။	အလားတူပဲ	ကိုရီးယားစကားမွာလည္း	
စကားလံုးကို	ဝါက်ဖြဲ႔ခ်င္ရင္	ၾကိယာနဲ႔	ဝါက်အဆံုးသတ္စကားလံုးကို	တြဲေပးရပါတယ္။	

·ဥပမာ	‘이다 + ㅂ니다 = 입니다’ : 이것은 펜입니다. ဒါက	ေဘာပင္ျဖစ္ပါတယ္။
·ေမးခြန္းဝါက်ဆုိရင ္‘이다 + ㅂ니까 = 입니까?’ : 이것은 펜입니까? ဒါက	ေဘာပင္ျဖစ္ပါသလား။

Tip 입니다 ျဖစ္တယ္

어휘 1  ေ၀ါဟာရ	၁	 나라 ႏိုင္ငံ

미얀마
ျမန္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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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ကိုေတာ့	နာမည္၊	ႏိုင္ငံသား၊	အလုပ္အကိုင္	စသည္ျဖင့္	မိမိကိုယ္ကို	မိတ္ဆက္ရာတြင္	သံုးပါသည္။	
နားေထာင္သူကို	ေလးစားေသာအားျဖင့္	သံုးေသာ	ယဥ္ေက်းသည့္	အသံုးအႏႈန္းျဖစ္ပါသည္။		

· 가: 한국 사람입니다. ကုိရီးယားလူမ်ိဳး	ျဖစ္ပါတယ္။ 나: 저는 민수입니다. ကြ်န္ေတာ္ကေတာ့	မင္းဆူပါ။

.

1.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ဥပမာအတုိင္း	၀ါက်မ်ားကုိ	ျဖည့္ေပးပါ။

2.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ဥပမာအတုိင္း	၀ါက်မ်ားကုိ	ျဖည့္ေပးပါ။

파키스탄

.

리한

1)

1)

.

2)

태국

.
2)

수피카

저는 투안입니다.  ကၽြန္ေတာ္	ထူအန္းပါ	။
보기

투안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ကၽြန္ေတာ္	ဗီယက္နမ္လူမ်ိဳးပါ။	.
보기

베트남

정답   1. 1) 저는 리한입니다   2) 저는 수피카입니다    2. 1)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2) 저는 태국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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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ကို	နားလည္ရင္	ေအာက္ပါ၀ါက်မ်ားကို	ဥပမာေပးထားတဲ့အတိုင္း	ျဖည့္ေပးပါ။	

문법 1  သဒၵါ	၁ 입니다 G06-1

 ‘입니다’ ႏွင့္ ‘이/가 아닙니다’

‘입니다’	ျပဳသူ၏	ျဖစ္ျခင္း	သို႔မဟုတ	္ဟုတ္မွန္ျခင္းကို	ေဖာ္ျပရာတြင္	အသုံးျပဳသည္။	‘아닙니다’	သည္	‘입니다’	ႏွင့	္
ဆန္႔က်င္စြာ	မဟုတ္ေၾကာင္းကို	ေဖာ္ျပသည္။	‘아닙니다’	သည္	ၾကိယာပုဒ္ျဖစ္ေသာေၾကာင့္	အေရွ	့မွ	နာမ္ပုဒ္မ်ားႏွင့	္
ခြဲေရးသည္။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O)  

·저는 한국 사람아닙니다.(X)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O)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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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베트남 사람입니다.  2. 회사원입니다. 

1.	투안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ထူအန္းက	ဘယ္ႏုိင္ငံက	လာတာလဲ။	

2.	투안	씨의	직업은	뭐예요?	ထူအန္းက	ဘာလုပ္လဲ။	

အခု	သင့္ကိုယ္သင္	ထူအန္းနဲ႔	ဂၽြန္ဂူတို႔	ေနရာမွာ	၀င္သရုပ္ေဆာ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အာက္ပါ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ထူအန္းန႔ဲ	ဂၽြန္ဂူဟာ	တစ္ေယာက္န႔ဲ	တစ္ေယာက္	အျပန္အလွန္	ႏႈတ္ဆက္ေနၾကပါတယ္။	ျပီးေတာ့	
သူတို႔႔ရဲ့	ႏိုင္ငံနဲ	့အလုပ္အကိုင္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တယ္။	သူတို႔	ဘယ္ႏုိင္ငံက	လာတာလဲ။	
အရင္ဆံုး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ရေအာင္။	

투안	 저는	투안입니다.
 ကၽြန္ေတာ္	ထူအန္းပါ။	

준구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ဘယ္ႏုိင္ငံသားလဲ။	

투안	 베트남	사람입니다.
 ဗီယက္နမ္လူမ်ိဳးပါ။

준구	 학생입니까?
 ေက်ာင္းသားလား။	

투안	 아니요,	회사원입니다.
 မဟုတ္ပါဘူး။	ကုမၸဏီ၀န္ထမ္းပါ။	

아니요 မဟုတ္ဘူး	

ျဖစ္ရပ္တစ္ခုကုိ	ျငင္းဆုိ
ေသာ	

အဓိပၸါယ္ျဖင့္	သုံးသည
့္	စကား။	

လက္ခံေသာ	အဓိပၸါယ
္ျဖင့	္သုံးခ်ိန္တြင္ 

‘네’	ကုိ	အသုံးျပဳသည္။

가: 러시아 사람입니까?

 ရုရွား	လူမ်ိဳး	ျဖစ္ပါသလ
ား။	

나:  아니요, 미얀마 사람입니다.

   မဟုတ္ပါဘူး။	ျမန္မာလူ
မ်ဳိးပါ။ 

어느 ကၽြန္ေတာ္၊
ဘယ္	N.	အမ်ားအျပား	ရွိသ

ည့္	အထဲမွ	

ရည္ရြယ္ဦးတည္ရာကုိ	ေမးေ
သာ	အခ်ိန္	

အသုံးျပဳသည့္	စကား

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ဘယ္ႏုိင္ငံသားလဲ။	

나: 한국 사람입니다.

 ကိုရီးယားလူမ်ဳိးပါ။

06 ကၽြန္ေတာ္က	ထူအန္းပါ။  69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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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က်ာင္းသား	

회사원
ကုမၸဏီ၀န္ထမ္း	

선생님
ဆရာမ	

주부
အိမ္ရွင္မ	

경찰관
ရဲသား	

소방관
မီးသတ္သမား	

공무원
အစိုးရ၀န္ထမ္း	

점원
အေရာင္းစာေရး	

의사
ဆရာ၀န္	

요리사
စားဖိုမွဴး

간호사
သူနာျပဳ	

운전기사
ဒရိုင္ဘာ	

기술자
အင္ဂ်င္နီယာ	

농부
လယ္သမား	

목수
လက္သမား	

어부
တံငါသည္	

정답   ① ㉢  ② ㉠  ③ ㉤  ④ ㉣

အလုပ္အကိုင္နဲ႔	ပတ္သက္တဲ့	ေ၀ါဟာရေတြ	သင္ယူရေအာင္။	

အေပၚက	သင္ယူခဲ့တဲ့	ေ၀ါဟာရေလးေတြ	ျပန္စဥ္းစားျပီး	ေအာက္မွွ	ေမးခြန္းေတြ	ေျဖၾကည့္ပါ။	

ဥပမာေပးထားတဲ့အတုိင္း	ေ၀ါဟာရနဲ႔	ကုိက္ညီတဲ့	ပံုကုိ	တြဲေပးပါ။

㉠ 주부 ㉢ 학생㉡ 의사 ㉣ 경찰관 ㉤ 회사원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① ② ③ ④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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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စကားေျပာ	၂ 직업 အလုပ္အကိုင	္



06 ကၽြန္ေတာ္က	ထူအန္းပါ။  71

정답   1) 회사원입니까  2) 소방관입니까   3) 간호사입니까  4) 기술자입니까

정답   1. 태국 사람입니다    2. 입니까, 의사입니다    3. 입니까, 기술자입니다

1.  가: 중국 사람입니까?

  나: 아니요,                                               .

2.  가: 간호사                                               ?

  나: 아니요,                                               .

3.  가: 요리사                                               ?

  나: 아니요,                                               .

‘입니다’ ကဲ့သို	့ယဥ္ေက်းမႈအသံုးအႏႈန္းျဖစ္ျပီး	ေမးခြန္းပံုစံတြင္	သံုးပါသည္။	

· 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ဘာလူမ်ိဳးလဲ။
 나: 저는 미얀마 사람입니다. ကၽြန္ေတာ္ကေတာ့	ျမန္မာလူမ်ဳိး	ျဖစ္ပါတယ္။
· 가: 회사원입니까? ကုမၸဏီဝန္ထမ္းလား?
 나: 네, 회사원입니다. ဟုတ္ပါတယ္။	

2.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ဥပမာအတုိင္း	စာေႀကာင္းမ်ားကို	ျဖည့္ေပးပါ။

보기 학생 → 학생입니까? ေက်ာင္းသားလား။

1) 회사원 →                                                                          ?

2) 소방관 →                                                                          ?

3) 간호사 →                                                                          ?

4) 기술자 →                                                                          ?

‘입니까?’ နွင့္အတူ	ဥပမာအတိုင္း	စာေၾကာင္းမ်ားကို	ျဖည့္ေပးပါ။

‘입니까?’ နွင့္အတူ	ပံုအတိုင္း	စာေၾကာင္းမ်ားကို	ျဖည့္ေ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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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2  သဒၵါ	၂	 입니까 G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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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투안 : 이름이 무엇입니까? နာမည္	ဘယ္လို	ေခၚလဲ။	
리한 : 리한입니다. ငါ	ရီဟန္ပါ။	
투안 :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ဘာလူမ်ိဳးလဲ။
리한 :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ပါကစၥတန္လူမ်ိဳးပါ။
투안 : 회사원입니까? ကုမၸဏီ၀န္ထမ္းလား။	
리한 : 네, 회사원입니다. ဟုတ္ကဲ့၊	ကုမၸဏီ၀န္ထမ္းပါ။	

<보기>처럼	친구들과	이름,	국적,	직업을	묻고	대답해	보세요.
ဥပမာအတုိင္း	သူငယ္ခ်င္းနဲ႔အတူ	သူတုိ႔	နာမည္၊ႏိုင္ငံသားနဲ႔	အလုပ္အကုိင္အေၾကာင္းကုိ	ေမးခြန္း	ေမးျပီး	ေျဖၾကည့္ရေအာင္။	

이름 နာမည္ 국적 ႏုိင္ငံသား 직업 အလုပ္အကုိင္

보기
리한 
ရီဟန္

파키스탄 사람 
ပါကစၥတန္

회사원 
ကုမၸဏီ၀န္ထမ္း

1

2

3

4

5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처음	뵙겠습니다.	ေတြ႔ရတာ	ဝမ္းသာပါတယ္။	

가: 만나서 반가워요. ေတြ	့ရတာ	၀မ္းသာပါတယ္။	
나: 투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ထူအန္းလို႔	ေခၚပါတယ္။	ေတြ႔ရတာ	ဝမ္းသာ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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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ဥာဏ္စမ္းေမးခြန္း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ကြက္လပ္တြ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ဖည့္ပါ။	

(1) 어른을 만나면 ‘     ’라고 인사합니다.

 အသက္ၾကီးသူ	သုိ႔မဟုတ္	ရာထူးၾကီးသူႏွင့္	ေတြ႔ဆံုသည့္	အခ်ိန္	‘မဂၤလာပါ’	ဟု	ႏႈတ္ဆက္ပါသည္။

(2)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         ’라고 인사합니다. 

 ပထမဆံုးအၾကိမ္	ေတြ႔ဆံုလွ်င္	“ေတြ႔ရတာ	၀မ္းသာပါတယ”္	ဟု	ႏႈတ္ဆက္ပါသည္။

(3) 친구를 만나면 ‘  ’이라고 인사합니다. 

 သူငယ္ခ်င္းႏွင့္	ေတြ႔ဆံုခ်ိန္	‘ဟိုင္း’	ဟု	ႏႈတ္ဆက္ပါသည္။.

인사 예절 ႏႈတ္ဆက္ျခင္း

ကုိရီးယားမ်ားသည္	အသိမ်ား	သုိ႔မဟုတ္	
မိမိထက္	ငယ္သူမ်ားႏွင့္	ႏႈတ္ဆက္သည့္ခ်ိန္တြင္	
လက္ျပႏႈတ္ဆက္ေလ့ရိွပါသည္။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한	사람과
인사할	때

ကုိရီးယားမ်ားသည္	မိမိထက္	ရာထူးၾကီးေသာ	သုိ႔မဟုတ္	
အသက္ၾကီးေသာ	သူမ်ားႏွင့္	ႏႈတ္ဆက္သည့္အခါ	ခါးညႊတ္ျပီး	
ႏႈတ္ဆက္ပါသည္။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인사할	때

ပထမဆုံး	ေတြ႔သူႏွင့္	ႏႈတ္ဆက္သည့္အခါ	လက္ဆဲြ	
ႏႈတ္ဆက္ပါသည္။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할	때

ကုိရီးယားမ်ားသည္	အလုပ္ခြင္တြင္	လုပ္ေဖာ္ကုိင္ဖက္	
အသိမ်ားႏွင့္	ႏႈတ္ဆက္သည့္အခ်ိန္	
ေခါင္းငံု႔ႏႈတ္ဆက္ေလ့ရွိပါသည္။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과	인사할	때

정답   (1) 안녕하세요   (2) 만나서 반갑습니다   (3) 안녕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4~5]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ပံုအတိုင္း	သင့္ေတာ္ေသာ	စာလံုးမ်ားကို	ေရြးေပးပါ။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နားေထာင္ျပီး	အေျဖ	ေရြးေပးပါ။	

1. ① 중국 ② 네팔 ③ 한국 ④ 몽골

2. ① 태국 ② 미얀마 ③ 베트남 ④ 필리핀

3. ① 동티모르 ② 스리랑카 ③ 캄보디아 ④ 파키스탄

Track 24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င္ငံသားလူမ်ိဳးကို	ေရြးခ်ယ္တဲ့	ေမးခြန္းမ်ား	ျဖစ္ပါတယ္။	ေသခ်ာ	နားေထာင္ျပီး	
ေရြးေပးပါ။	

ေမးခြန္း	၄နဲ႔	၅မွာ	အလုပ္အကိုင္နဲ႔	ပတ္သက္ေသာ	ေမးခြန္း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	ပံုကို	
ေသခ်ာၾကည့္ျပီး	သင့္ေတာ္ေသာ	အလုပ္အကိုင္ကို	ရွာေ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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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1. 여: 한국	ကုိရီးယား

2. 남: 미얀마	ျမန္မာ		

3. 여: 동티모르	အေရွ	့တီေမာ

4. ① 남: 의사	ဆရာ၀န္    ② 남: 목수	လက္သမား

 ③ 남: 학생	ေက်ာင္းသား	    ④ 남: 주부	အိမ္ရွင္မ

5. ① 여: 회사원	ကုမၸဏီ၀န္ထမ္း ② 여: 소방관	မီးသတ္သမား

 ③ 여: 요리사	စားဖုိမွဴး	 	 ④ 여: 기술자	အင္ဂ်င္နီ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②  3. ①  4. ①  5. ③

정답   1. ①  2. ②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ကို	ေရြးပါ။	

 ① 몽골           ② 중국           ③ 파키스탄           ④ 인도네시아

2.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င့္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① 네, 학생입니다.                 ② 아니요, 농부입니다.

 ③ 네, 베트남 사람입니다.       ④ 아니요, 리한입니다. 

1. 남: 몽골	မြန္ဂုိ	

2. 남: 회사원입니까?	ကုမၸဏီ၀န္ထမ္း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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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06



정답   1. ②  2. ④  3. ②  4. ③  5. ②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ပးပါ။	

1.  ① 회사원 ② 선생님

 ③ 경찰관 ④ 공무원

2.  ① 점원 ② 어부

 ③ 목수 ④ 농부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စကားလံုးကုိ	ေရြးေပးပါ။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저는 베트남                          입니다. ကၽြန္ေတာ္	ဗီယက္နမ္လူမ်ိဳးပါ။	

     ① 몽골 ② 사람 ③ 인사 ④ 나라

4.
 

가:                         이 무엇입니까? နာမည္	ဘယ္လိုေခၚပါသလဲ။	

나: 리한입니다. ရီဟန္ပါ။	

     ① 한국 ② 직업 ③ 이름 ④ 점원

5.
 

가: 학생입니까? ေက်ာင္းသားလား။

나:                         , 회사원입니다.	မဟုတ္ပါဘူး။	ကုမၸဏီ၀န္ထမ္းပါ။	

     ① 네 ② 아니요 ③ 괜찮아요 ④ 감사합니다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အလုပ္အကိုင္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	ျဖစ္ပါတယ္။	ပံုကို	ေသခ်ာၾကည့္ျပီး	
မွန္ကန္တဲ့	အလုပ္အကိုင္ကို	ေရြးေပးပါ။	

ေမးခြန္း	၃မွာ	ႏိုင္ငံသား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ကို	ေရြးခ်ယ္ေ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၄မွာ	နာမည္နဲ႔	
ပတ္သက္ျပီး	ေရြးေပးရမွာပါ။	ေမးခြန္း	၅မွာ	ဟုတ္ကဲ့	သို႔မဟုတ္	မဟုတ္ပါဘူး	နဲ႔	ပတ္သက္တဲ့	
ေမးခြန္းျဖစ္ပါတယ္။	ဒီေန႔	ေလ့လာသင္ယူခဲ့တာကို	ေသခ်ာစဥ္းစားျပီး	ေျဖ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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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ပါ။	

1.  ① 태국 사람입니다. ② 중국 사람입니다.

  ③ 미얀마 사람입니다. ④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2.  ① 가위입니다. ② 필통입니다.  

  ③ 볼펜입니다. ④ 지갑입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3.

 
가:                                    ?

나: 아니요, 간호사입니다. မဟုတ္ပါဘူး။	သူနာျပဳပါ။	

 ① 회사원입니까 ② 리한 씨입니까

 ③ 한국 사람입니까 ④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4.

 
가: 안녕히 계세요. ခြင့္ျပဳပါဦး။		
나:                                    .

 ① 안녕하세요 ② 실례합니다 

 ③ 안녕히 가세요 ④ 처음 뵙겠습니다

정답   1. ③  2. ①  3. ①  4. ③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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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01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သံတုိသရ	(၈)လံုး	(아, 이, 우, 애, 오, 에, 어, 으) ရွိပါတယ္။	
လူငယ္အေတာ္မ်ားမ်ားကေတာ့	ဒီသရေတြထဲက	‘ㅔ [e]’	နဲ႔	‘ㅐ [æ]’	အသံကို	ခြဲျခားျပီး	မထြက္ႏုိင္ၾကေတာ့ပါဘူး။

(1) 이, 에, 애, 아

(2) 우, 오, 어, 아, 우, 으

(3) 아이, 오이, 아우, 우애



0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ဒါ	ရုံးခန္းပါ။	

ေအာက္တြင္	မင္းဆူနဲ႔	ထူအန္းတို႔	စကားေျပာတာကို	ေဖာ္ျပထားပါတယ္။	မင္းဆူက	
ထူအန္းကို	ကုမၸဏီမွ	အိမ္သာနဲ႔	ရုံးခန္းမ်ား	အေၾကာင္း	ေျပာျပေနတာပါ။	အရင္ဆံုး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정답   1. 회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2. 사무실에 있어요.

1.	민수	씨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မင္းဆူ	ဘာလုပ္ေနလဲ။

2.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သူတုိ႔	အခု	ဘယ္မွာလဲ။	

အေသအ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ကို	ေျဖေ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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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ဒါ	ရုံးခန္းလား။	

민수	 네,	사무실입니다.	
 ဟုတ္ကဲ့၊	ဒါ	ရုံးခန္းပါ။	

투안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အိမ္သာ	ဘယ္မွာလဲ။	

민수	 저기입니다.
 ဟုိမွာပါ။	

여기 ဒီေနရာ၊	ဒါ့္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ဒါ	ရုံးခန္းပါ။	

· 여기가 집입니다.

 ဒါ	အိမ္ပါ။	

어디 ဘယ္မွာ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ရုံးခန္း	ဘယ္မွာလဲ	။	

· 저기가 어디입니까?

 အဲ့ဒါ	ဘယ္ေနရာလဲ။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နရာႏွင့	္ပစၥည္းမ်ားအေၾကာင္း	အေမးအေျဖ
□သဒၵါ  이/가,	이에요/예요

□ေဝါဟာရ		ေနရာ၊	ပစၥည္း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င္ငံ၏	ၾကမ္းခင္းေပၚ	ထုိင္ျခင္း	
ယဥ္ေက်းမႈဓေလ့ႏွင့္	လူေနမႈအသုံးအေဆာင္ပစၥည္း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25



ေအာက္တြင္	ေနရာမ်ားကို	ေဖာ္ျပထားပါတယ္။	အရင္ဆံုး	သင္	သိေသာ	ေ၀ါဟာရ	ရိွလား	
ရွာၾကည့္ပါ။	ျပီးေနာက္	ပံုကို	ၾကည့္ျပီး	ကိုရီးယားလို	ဘယ္လိုေခၚလဲ	ေလ့လာရေအာင္။	

အေပၚမွ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ဖၾကည့္ပါ။

㉠ 회사 ㉢ 집㉡ 사무실 ㉣ 화장실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ပုံႏွင့္	သင့္ေတာ္ေသာ	ေ၀ါဟာရကုိ	တဲြေပးပါ။

여기
ဒီမွာ

거기
အဲ့မွာ

저기
ဟုိးမွာ	

어디
ဘယ္မွာ

회사
ကုမၸဏီ

사무실
ရုံးခန္း	

화장실
အိမ္သာ	

식당
စားေသာက္ဆုိင္

집
အိမ္

세탁소
အ၀တ္ေလွ်ာ္ဆုိင္

기숙사
အေဆာင္

미용실
အလွျပင္ဆုိင္

시장
ေစ်း

편의점
၂၄နာရီ	ကုန္စံုဆုိင္	

마트
ကုန္စံုဆုိင္

슈퍼마켓
စူပါမားကတ္

정답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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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장소 ေန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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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ကေတာ့	နာမ္ပုဒ္ကို	အေထာက္အကူျပဳေသာ	အသံုးအႏႈန္းျဖစ္ပါသည္။	‘이’ ကို	ဗ်ည္းအသတ္ႏွင့္
ဆံုးပါက	သံုးျပီး	‘가’ ကိုေတာ့	သရႏွင့္	ဆံုးပါက	အသံုးျပဳသည္။	

자음 (ဗ်ည္း) + 이 모음 (သရ) + 가

사무실이 여기가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ဒီမွာက	ရုံးခန္းပါ။ ·시장이 어디입니까? ေစ်းက	ဘယ္မွာလဲ။

ထပ္ျပီး	ေလ့လာၾကဦးမလား။	ေအာက္က	ပံုကို	ၾကည့္ျပီး	‘이/가’ ျဖည့္ေပးပါ။	

1.                  이/가 어디입니까? 2.                  이/가 어디입니까? 

2.	<보기>처럼	‘이/가’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가’ ကုိ	အသုံးျပဳျပီး	၀ါက်ျဖည့္ပါ။ 

보기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အိမ္သာ	ဘယ္မွာလဲ။	

1) 식당(  ) 어디입니까? 2) 세탁소(  ) 어디입니까?

 စားေသာက္ဆိုင္က	ဘယ္မွာလဲ။  အ၀တ္ေလွ်ာ္ဆုိင္	ဘယ္မွာလဲ။

3) 여기(  ) 시장입니다.  4) 편의점(  ) 저기입니다. 

 ဒီေနရာက	ေစ်းပါ။  ဟုိမွာ	၂၄နာရီဆိုင္	ရိွတယ္။

정답   1) 이  2) 가  3) 가  4) 이

정답   1. 시장이  2. 슈퍼마켓이

‘이/가’	နဲ	့ပတ္သက္ျပီး	နားလည္ျပီလား။	ဒါဆို	ေအာက္က	၀ါက်မ်ားကိ	ုဥပမာအတိုင္း	ျဖည့္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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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이/가 G07-1

 ‘이/가’ ႏွင့္ ‘은/는’

‘이/가’	ႏွင့္	‘은/는’	သည္	၀ါက်၏	ျပဳသူေနာက္တြင္	အသံုးျပဳသည္။ ‘이/가’	ကို	ျပဳသူ၏	ေနာက္တြင္သာ	အသံုး	
ျပဳႏိုင္ေသာ္လည္း	‘은/는’	ကို	ရည္ရြယ္ခ်က္ျပပုဒ္၊	ၾကိယာ၀ိေသသနပုဒ္တြင္လည္း	သံုးႏိုင္သည္။	ထို	့ျပင္	‘은/는’

သည္	ယွဥ္တြဲျပပုဒ္	သို႔မဟုတ္	ဆိုလိုရင္းကို	ေဖာ္ျပရာေပးႏိုင္စြမ္းရွိေသာ္လည္း	‘이/가’	မွာ	ထိုကဲ့သို႔ေသာ	ေနရာတြင	္
မသံုးဘဲဲ	အသစ္	ျဖစ္ပ်က္ေသာ	အေၾကာင္းအရာကို	ေဖာ္ျပသည့္	အခါတြင္	သံုးသည္။	

·제 이름이 김민수입니다.(X)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O)  

·어떤 사람이 길을 물었습니다.(O)  ·어떤 사람은 길을 물었습니다.(X)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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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여기가	기숙사예요.	
 ဒါ	အေဆာင္ပါ။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ဒီဟာကေတာ့	အခန္းေသာ့ပါ။	

투안	 감사합니다.
 ေက်းဇူးတင္ပါတယ္။	
	 그런데	저게	뭐예요?
 ဒါနဲ႔	ဟုိဟာက	ဘာလဲ။	

리한	 가족사진이에요.	
 အဲ့ဒါ	ကၽြန္ေတာ့္	မိသားစုဓာတ္ပံု

ရီဟန္နဲ႔	ထူအန္းတုိ႔ဟာ	အေဆာင္အခန္းမွာ	ရိွတဲ့	ပစၥည္းေတြ	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ယ္။	အရင္ဆံုး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1. 리한 씨와 투안 씨는 어디에 있어요? ရီဟန္နဲ႔	ထူအန္းတုိ႔	ဘယ္မွာ	ရွိေနလဲ။	

2. 기숙사에 뭐가 있어요? အေဆာင္မွာ	ဘာရိွလဲ။	

အခု	ရီဟန္နဲ႔	ထူအန္း	ေနရာမွာ	၀င္သရုပ္ေဆာင္ျပီး	လိုက္ေျပာၾကည့္ပါ။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ဒါဆို	ေအာက္ပါ	ေမးခြန္းေတြ	ေျဖၾကည့္ပါ။	

정답   1. 기숙사  2. 열쇠, 가족사진

그런데 ဒါနဲ	့

ဒုတိယဝါက်မွာ	အေၾ
ကာင္းအရာ	

ေခါင္းစဥ	္ေျပာင္းျပီး	ေ
ျပာခ်င္တဲ့အခါ	

ဝါက်ဆက္အေနနဲ႔	သ
ံုးပါတယ္။

·가: 사무실이 어디예요? 

  ရုံးခန္း	ဘယ္မွာလဲ။	

 나:   저기예요. 그런데 사무실에 

왜 가요?

   ဟုိမွာပါ။	ဒါနဲ	့ရုံးခန္းကုိ
	

ဘာလုိ	့သြားတာလဲ။	

뭐 ဘာ
무엇 အတုိေကာက္	

·이름이 뭐예요?

 နာမည္	ဘယ္လိုေခၚလဲ။

·이게 뭐예요?

 ဒီဟာ	ဘာ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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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26

말하기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စကားေျပာခ်ိန္တြင္္	အတုိေကာက္စကားလုံးမ်ားကုိ	အမ်ားအျပား	သုံးသည္။	

· 이것은 → 이건 이것이 → 이게

· 저것은 → 저건 저것이 → 저게

· 그것은 → 그건 그것이 → 그게

Tip 줄임말 အတုိေကာက္	စကား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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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စၥည္းမ်ား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ကို	ေလ့လာၾကရေအာင္။	

열쇠
ေသာ့

가방
အိတ္

가족사진
မိသားစုဓာတ္ပံု	

지갑
ပိုက္ဆံအိတ္

여권
ႏိုင္ငံကူးလက္မွတ္

우산
ထီး

거울
မွန္

화장품
အလွကုန္

빗
ေခါင္းဘီး

베개
ေခါင္းအံုး

헤어드라이어
ေလမႈတ္စက္

이불
ေစာင္

㉠ 가방 ㉢ 이불㉡ 여권 ㉣ 우산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င့္	ခ်ိတ္ဆက္ေပးပါ။

ေလ့လာထားတဲ့	ေ၀ါ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2  စကားေျပာ	၂ 물건 ပစၥည္း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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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요/예요’	သည္	ျဖစ္တယ္ဟု	အဓိပၸါယ္ရသည္။ ‘이에요/예요’	ကုိ	၀ါက်အဆုံးသတ္အၿဖစ္	သုံးႏုိင္သလုိ	ေမးခြန္း 
၀ါက်	အဆုံးသတ္အၿဖစ္လည္း	သုံးႏုိင္သည္။	ပုံမွန္	သမရုိးက်	စကားေျပာတြင္	အမ်ားဆုံး	အသုံးျပဳသည္။	‘입니다’ 
သည္ ‘이에요’ ကုိ	ဗ်ည္းအသတ္နာမ္ႏွင့္	သုံးျပီး ‘예요’ ကုိ	သရႏွင့္	ဆုံးလွ်င္	သုံးသည္။	

자음 (ဗ်ည္း)  + 이에요 모음 (သရ) + 예요

가방이에요 베개예요

· 가: 여기가 어디예요? ဒီေနရာက	ဘယ္ေနရာပါလဲ။ 나: 기숙사예요. အေဆာင္ပါ။
· 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ဘာလူမ်ိဳးလဲ။	 나: 미얀마 사람이에요. ျမန္မာလူမ်ဳိးပါ။

정답   1) 여권이에요   2) 지갑이에요   3) 열쇠예요   4) 베개예요

보기

2.	<보기>처럼	‘이에요/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၀ါက်မ်ားကုိ ‘이에요/예요’ သံုး၍	ျဖည့္	ၾကည့္ပါ။

가: 이게 뭐예요? ဒါက	ဘာလဲ။

나: 화장품이에요. အလွၿပင္ပစၥည္းပါ။

1) 2)

3) 4)

가: 이게 뭐예요?

나:                                                     .

가: 저게 뭐예요?

나:                                                     .

가: 이게 뭐예요?

나:                                                     .

가: 저게 뭐예요?

나:                                                     .

‘이에요/예요ʼ	နဲ႔	ပတ္သက္ျပီး	နားလည္ျပီလား။	ဒါဆို	ေအာက္က	၀ါက်မ်ားကို	ဥပမာအတိုင္း	ျဖည့္	
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이에요/예요 G07-2

 ‘이에요/예요’ ႏွင့္ ‘입니다’

‘이에요/예요’	သည္	ရင္းရင္းႏွီးႏွီး	သက္ေတာင့္သက္သာ	စကားေျပာႏိုင္သည့္	အေျခအေနတြင္	သံုးသည္။	‘입니다’ 
သည္	အစည္းအေ၀း	သို႔မဟုတ္	စာတမ္းဖတ္ပြဲ	စေသာ	အခမ္းအနားေနရာမ်ားတြင	္ယဥ္ေက်းမႈအရ	သံုးႏႈန္းသည္။	

·저는 이민수예요. ကၽြန္ေတာ္	အီမင္းဆူပါ။ ·저는 이민수입니다. ကၽြန္ေတာ္	အီမင္းဆူ	ျဖစ္ပါတယ္။
·저는 이영진이에요. ကၽြန္မ	အီေယာင္းဂ်င္းပါ။	 ·저는 이영진입니다. ကၽြန္မ	အီေယာင္းဂ်င္း	ျဖစ္ပါတယ္။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잘	부탁드립니다.	လုိအပ္တာ	ရွိရင္	ကူညီပါ။

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မဂၤလာပါ။	ေတြ႔ရတာ	ဝမ္းသာပါတယ္။
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မဂၤလာပါ။	လိုအပ္တာ	ရွိရင္	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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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ပံုမွာ	စာသင္ခန္းနဲ႔	အိပ္ခန္းကို	ေတြ	့ရမွာပါ။	ပံုကို	ၾကည့္ျ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보기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အတုိင္း	သူငယ္ခ်င္းနဲ႔	ေျပာၾကည့္ပါ။	

(1)

(2)

가: 여기가 어디예요? ဒါ	ဘယ္ေနရာလဲ။
나: 교실이에요. စာသင္ခန္းပါ။	
가: 이게 뭐예요? ဒီဟာ	ဘာလဲ။	
나: 컴퓨터예요. ကြန္ပ်ဴတာပါ။	

정답   1. 시계예요.  2. 침대예요.

퀴즈 ဥာဏ္စမ္းေမးခြန္း	

✚ 알맞은 말에 하세요. မွန္ေသာ	အေျဖတြင ္  ျခစ္ေပးပါ။		

    시계예요.  책상이에요.

    텔레비전이에요.  침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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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ယဥ္ေက်းမႈ 

한국의 좌식 문화 ကိုရီးယား၏	ၾကမ္းခင္းေပၚ	ထုိင္ေသာ	ယဥ္ေက်းမႈ

한국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

부분	집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식당

도	있습니다.

ကိုရီးယားႏိုင္ငံတြင	္ၾကမ္းျပင္ေပၚ	ထိုင္ေသာ	ယဥ္ေက်းမႈဓေလ့	ရိွပါသည္။	ထို႔ေၾကာင့္	
ကိုရီးယားလူမ်ဳး	ိအမ်ားစုသည	္အိမ္တြင္	ဖိနပ္ခၽြတ္ျပီး	ေနေလ့ရိွပါသည္။	ထို႔ျပင္္	ဖိနပ္ခၽြတ္ျပီး	
၀င္ေရာက္စားေသာက္ရေသာ	စားေသာက္ဆိုင္မ်ားလည္း	ရိွပါသည္။	

생활필수품(세면도구)	လူေနမႈအသံုးအေဆာင္ပစၥည္းမ်ား	(ေရခ်ိဳးခန္းသံုးပစၥည္း)

린스 ဆံပင္ေပ်ာ့ေဆး  샴푸 ေခါင္းေလွ်ာ္ရည ္ 비누 ဆပ္ျပာ

칫솔 သြားတုိက္ေဆး 치약 သြားတုိက္ေဆး  수건 မ်က္ႏွာသုတ္ပု၀ါ

면도기 အေမြးရိတ္ဓား 휴지 အိမ္သာသုံးစကၠဴ  컵 ခြက္	



[4~5]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4.

5.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အာက္ပါ	ေမးခြန္းမ်ားမွ	ပံုမ်ားကို	ေသခ်ာ	ၾကည့္ျပီး	မွန္ကန္ေသာ	စကားလံုးကို	ေရြးခ်ယ္ပါ။	
ေမးခြန္းမ်ား	နားမေထာင္ခင္	ပံုကို	ေသခ်ာၾကည့္ပါ။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နားေထာင္ျပီး	အေျဖ	ေရြးေပးပါ။	

1. ① 여기  ② 저기  ③ 어디  ④ 거기

2. ① 회사  ② 식당  ③ 시장  ④ 마트

3. ① 열쇠  ② 가방  ③ 우산  ④ 베개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နရာနဲ႔	ပတ္သက္ေသာ	ေ၀ါဟာရမ်ားကို	ေရြးခ်ယ္ေ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၃မွာ	
ပစၥည္းမ်ားအမည္နဲ႔	ပတ္သက္တာကို	ေရြးေပးရမွာပါ။	ေသေသခ်ာခ်ာ	နားေထာင္ျပီး	မွန္ကန္တဲ့	့
အေျဖကို	ေရြးေပးပါ။	

Track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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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1. 여: 여기 ဒီမွာ

2. 남: 시장 ေစ်း

3. 여: 베개 ေခါင္းအုံး	

4. ① 여: 사무실 ရံုး	 ② 여: 세탁소 အ၀တ္ေလွ်ာ္ဆုိင္

 ③ 여: 화장실 အိမ္သာ ④ 여: 기숙사 အေဆာင္

5. ① 남: 지갑 ပုိက္ဆံအိတ္ ② 남: 여권 ႏုိင္ငံကူးလက္မွတ္

 ③ 남: 이불 ေစာင္ ④ 남: 거울 မွန္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③  5. ②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ကို	ေရြးပါ။	

 ① 사진 ② 화장품 ③ 거울  ④ 여권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င့္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① 지갑이에요. ② 거울이에요.

  ③ 네, 지갑이에요. ④ 아니요, 거울이에요. 

1. 남: 화장품 အလွကုန္

2. 남: 이게 뭐예요? ဒါ	ဘာ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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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①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07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안부	전해	주세요.	ႏႈတ္ဆက္တယ္လို	့ေျပာေပးပါ။	

가: 오랜만에 수피카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ဆူဖီခါနဲ႔	မေတြ႔တာၾကာလုိ႔	ေတြ႔ဖို႔	ေျပာထားတယ္။	
나: 안부 전해 주세요. ငါက	ႏႈတ္ဆက္တယ္လုိ	့ေျပာေပးပါ။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ပး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1. ① 집 ② 시장

③ 회사 ④ 마트

2. ① 미용실  ② 편의점

③ 세탁소  ④ 슈퍼마켓

3. ① 이불    ② 우산

③ 열쇠    ④ 가방

ေမးခြန္း	၁နဲ႔	၂က	ပံုကို	ၾကည့္ျပီး	မွန္ကန္တဲ့	အေျဖကို	ေရြးေပးရမွာ	ျဖစ္ျပီး	ေမးခြန္း	၃မွာလည္း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ပံုနဲ႔	ကိုက္ညီေသာ	အေျဖမွန္ကို	ေရြးေပးပါ။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စကားလံုးကုိ	ေရြးျဖည့္ေပးပါ။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여기가                         입니까? ဒါ	ဘယ္ေနရာလဲ။

나: 사무실입니다. ရံုးပါ။

     ① 언제  ② 누구  ③ 어디  ④ 무슨

5.
 

가: 저게                         예요? ဟုိဟာက	ဘာလဲ။	

나: 가족사진이에요. မိသားစုဓာတ္ပုံပါ။

     ① 왜  ② 뭐  ③ 장소  ④ 나라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လ့လာသင္ယူထားေသာ	
စကားလံုးမ်ားကို	ျပန္စဥ္းစားျပီး	ေျဖၾကည့္ပါ။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③  5. ②

88  0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07 ဒါ	ရုံးခန္းပါ။  89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ဟာရကို	ေရြးေပးပါ။	

1.  ① 마트예요. ② 세탁소예요.

  ③ 식당이에요. ④ 사무실이에요. 

2.  ① 회사예요. ② 기숙사예요. 

  ③ 시장이에요. ④ 사무실이에요.

3.  ① 열쇠예요. ② 베개예요.

  ③ 가방이에요. ④ 여권이에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4.

   
가:                                    ? 

나: 기숙사예요. အေဆာင္ပါ။	

 ① 저기가 어디예요 ② 이름이 뭐예요

 ③ 어디가 기숙사예요 ④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5.

   
가: 이게                     예요? ဒီဟာက	ဘာလဲ။	
나: 가방이에요. အိတ္ပါ။	

 ① 뭐 ② 어디

 ③ 저기 ④ 어느

 6.

  

저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에 가서 적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ကၽြန္ေတာ္	လစဥ္	လစာရရင္	ဘဏ္ကို	သြားျပီး	ေငြစုပါတယ္။	 ျပီးေတာ့	ေမြးရပ္ေျမမွာ	ရွိတဲ့	မိသားစုဆီကိ	ု
ေငြလႊေဲပးပါတယ္။	

 ① 병원 ② 서점

 ③ 공원 ④ 은행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정답   1. ③  2. ③  3. ④  4. ①  5. ①  6. ④

88  0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07 ဒါ	ရုံးခန္းပါ။  89

Market



0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၁၂ခဲြမွာ	ေန႔လယ္စာ	စားတယ္။	

ဆူရူနဲ႔	ထူအန္းတို႔	စကားေျပာေနၾကပါတယ္။	သူတို႔ႏွစ္ေယာက္	အခု	လုပ္ေနတာေတြကို	
အျပန္အလွန္	ေမးေနၾကတာပါ။	အရင္ဆံုး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을/를	ကုိ	

နာမ္ႏွင့္	အတူတကြ	သံုးသ
ည္။	

ၾကိယာေရွ	့တြင	္ရွိျပီး	စာေ
ၾကာင္း၏	

ရည္ရြယ္ခ်က္ကိ	ုေဖာ္ျပေ
ပးသည္။	

ဗ်ည္းအကၡရာျဖင့	္ဆုံးေသ
ာ	နာမ္ကုိ	

‘을’	၊	သရျဖင့္	ဆုံးေသာ	နာမ
္ကုိ	‘를’ 

ျဖင့္အတူတကြ	အသုံးျပဳသ
ည္။	 

‘하다’	ၾကိယာတြင္	‘을/를’	ကုိ	ဖယ္၍	

အသုံးျပဳႏိုင္သည္။	

·저는 점심을 먹어요.

 ကၽြန္မ	ေန႔လယ္စာကုိ	စာ
းေနတယ္။	

·  수루 씨는 요리를 해요/ 

요리해요. 

   ဆူရူရွီက	ဟင္းကို	ခ်က္ေန
တယ္၊	

ဟင္းခ်က္တယ္။	

1.	투안	씨는	지금	뭐	해요?	ထူအန္း	ဘာလုပ္ေနလဲ။	

2.	수루	씨는	지금	뭐	해요?	ဆူရူ	ဘာလုပ္ေနလဲ။	

အေသအ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정답   1. 텔레비전을 봐요.   2. 요리해요.

수루	 투안	씨,	지금	뭐	해요?
  ထူအန္း	အခု	ဘာလုပ္ေနလဲ။	

투안	 텔레비전을	봐요.	
 တီဗီ	ၾကည့္ေနတယ္။	
	 수루	씨는	뭐	해요?
 ဆူရူေရာ	ဘာလုပ္ေနလဲ။	

수루	 저는	지금	요리해요.	
 ထမင္းဟင္း	ခ်က္ေနတယ္။	

씨	ရွီ	
မိသားစုနာမည္	သုိ႔မဟု

တ္	နာမည္	

ေနာက္တြင္	သုံးျပီး	ထုိသူ
ကိ	ု

ေလးစားမႈျဖင့္	ေခၚဆုိေ
သာ	အသုံးအႏႈန္း

·  이분은 마웅 씨예요. 미얀마 

사람이에요.

   ဒီပုဂၢဳိလ္ကေတာ့	ေမာင
္ေမာင ္

ျဖစ္ပါတယ္။	ျမန္မာလူမ
်ဳိးပါ။

·민수 씨, 지금 뭐 해요?

 မင္းဆူရွီ၊	အခ	ုဘာလုပ
္ေန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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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န႔စဥ	္လႈပ္ရွားမႈ၊	အခ်ိန္ႏွင့	္ပတ္သက္ေသာ	
အေမးအေျဖ	

□သဒၵါ  -아요/어요,	에(အခ်ိန္)	
□ေဝါဟာရ		ေန႔စဥ္ဘ၀၊	အခ်ိန္ႏွင့	္ပတ္သက္ေသာ	အသံုးအႏႈန္း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ကုိ	အခ်ိန္မွန္	သြားရေအာ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28



ကိုရီးယား	ၾကိယာအသံုးအႏႈန္းမ်ားကို	ေအာက္မွာ	ေဖာ္ျပထားပါတယ္။	ဘယ္လို	စကားလံုး	
ေတြလဲဆိုတာ	မသိခ်င္ဘူးလား။	

텔레비전을 보다
တီဗီၾကည့္သည္။

일어나다
အိပ္ရာထသည္။	

장을 보다
ေစ်း၀ယ္ထြက္သည္။

자다
အိပ္သည္။

쉬다
အနားယူသည္။

씻다
ေဆးသည္။

커피를 마시다
ေကာ္ဖီေသာက္သည္။	

아침/점심/저녁을 먹다
မနက္စာ၊	ေန႔လယ္စာ၊	ညစာ

일하다
အလုပ္လုပ္သည္။	

운동하다
အားကစား	လုပ္သည္။	

요리하다
ထမင္းဟင္းခ်က္သည္။	

전화하다
ဖုန္းဆက္သည္။

회사에 가다
အလုပ္သြားသည္။

집에 오다
အိမ္ျပန္သည္။	

㉠ 자다 ㉢ 요리하다㉡ 운동하다 ㉣ 점심을 먹다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င့္	ခ်ိတ္ဆက္ေပးပါ။

အထက္မွ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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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0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아요/아요’ မွာ	ပုံမွန္စကား	သုိ႔မဟုတ္	ယဥ္ေက်းေသာ	အသံုးအႏႈန္းအျဖစ္	ၾကိယာ	သို႔မဟုတ္	ဂုဏ္ရည္ျပၾကိယာ	
တဲြသံုးေသာ	၀ါက်အဆံုးသတ္စကားလံုးျဖစ္ပါသည္။	‘ㅏ’ သို႔မဟုတ္	‘ㅗ’ ႏွင့္	အဆံုးသတ္လွ်င္	
‘-아요’ သံုး၍	အၿခားသရၿဖင့္	အဆုံးသတ္လွ်င္	‘-어요’ ကုိ	သုံးသည္။	‘하다’ ၿဖင္႔အဆံုးသတ္ေသာ	ၾကိယာ	သုိ႔မဟုတ္	
နာမဝိေသသန	ကုိေတာ့	‘해요’ အၿဖစ္	ေၿပာင္းသုံးသည္။	‘-아요/어요?’ ကုိ	ေမးခြန္း၀ါက်ေတြမွာလည္း	သံုးႏိုင္သည္။	

ㅏ, ㅗ → -아요 ㅓ, ㅜ, ㅣ စသည္ျဖင့ ္→ -어요 하다 → 해요

가다 → 가요

보다 → 봐요

먹다 → 먹어요

읽다 → 읽어요

공부하다 → 공부해요

운동하다 → 운동해요

· 투안 씨는 커피를 마셔요.	ထူအန္းက	ေကာ္ဖီေသာက္တယ္။	
· 저는 지금 점심을 먹어요.	ကၽြန္ေတာ္	အခု	ေန႔လယ္စာ	စားတယ္။
· 투안 씨는 텔레비전을 봐요.	ထူအန္းက	တီဗီၾကည္႔တယ္။		
· 아침에 운동해요? မနက္ပိုင္းမွာ	အားကစား	လုပ္သလား။

‘-아요/어요’	ကို	နားလည္ျပီဆုိရင္	ဥပမာအတုိင္း	၀ါက်ေတြကို	ျဖည့္ေပး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ဥပမာအတုိင္း	၀ါက်ေတြကို	ျဖည့္ေပးပါ။

1)

3)

2)

4)

텔레비전을 보다

일하다

커피를 마시다

운동하다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အခ	ုဘာလုပ္ေနလဲ။	

나: 씻어요.  ေျခလက္မ်က္ႏွာ	ေဆးေၾကာေနတယ္။
씻다

보기

정답   1) 텔레비전을 봐요  2) 커피를 마셔요  3) 일해요  4) 운동해요

ထပ္ျပီးေတာ့	ေလ့လာၾကစို႔။	ေအာက္ပါ	ပံုမ်ားကို	‘-아요/어요’	အသုံးျပဳျပီး	ျဖည့္ေပးပါ။	

1. 가: 지금 뭐 해요?

 나:                                .

2. 가: 지금 뭐 해요?

 나:                                .

정답   1. 전화해요  2. 장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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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0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ရီဟန္နဲ႔	ထူအန္းဟာ	အလုပ္ခန္းထဲက	နာရီကို	ၾကည့္ျပီး	စကားေျပာေနၾကတယ္။	သူတို႔	ဘာေတြ	
ေျပာေနၾကလဲ	နားေထာင္ၾကည့္ရေအာင္။	အရင္ဆံုး	စကားေျ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	

투안	 지금	몇	시예요?	
 အခု	ဘယ္ႏွနာရီလဲ။	

리한	 11시예요.
 ၁၁နာရီပါ။

투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ဘယ္အခ်ိန္	ေန႔လယ္စာ	စားလဲ။	

리한	 12시	30분에	먹어요.
 ၁၂ခြဲမွာ	ေန႔လယ္စာ	စားတယ္။	

몇	 ဘယ္ႏွ

·몇 시예요?

 ဘယ္ႏွနာရီလဲ။	

 ·  몇 시에 회사에 가요?

  		ဘယ္ႏွနာရီမွာ	ကုမၸဏီကုိ	

သြားလဲ။	
시,	분 နာရီ၊	မိနစ္	

အခ်ိန္ကုိ	ေျပာသည့္အခါ	အ
သုံးျပဳသည္။	

· 지금 12시예요.

 အခု	၁၂နာရီပါ။	

· 6시 30분에 집에 가요.

   ၆နာရီ	မိနစ္	၃၀မွာ	အိမ္ကို	သ
ြားတယ္။	

1.	지금 몇 시예요?	ဘယ္အခ်ိန္လဲ။

2.	리한 씨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ရီဟန္က	ဘယ္အခ်ိန္မွာ	ေန႔လယ္စာ	စားလဲ။

ရီဟန္နဲ႔	ထူအန္းအျဖစ္	သရုပ္ေဆာင္ျပီး	လိုက္ေျပာၾကည့္ပါ။	ျပီးရင္	ေအာက္ပါ	ေမးခြန္းကို	ေျဖေပးပါ။	

정답   1. 11시예요.  2. 12시 30분에 먹어요.

◯시

01:00 1시 한 시

02:00 2시 두 시

03:00 3시 세 시

04:00 4시 네 시

05:00 5시 다섯 시

06:00 6시 여섯 시

07:00 7시 일곱 시

08:00 8시 여덟 시

09:00 9시 아홉 시

10:00 10시 열 시

11:00 11시 열한 시

12:00 12시 열두 시

◯분

00:01 1분 일 분

00:02 2분 이 분

00:03 3분 삼 분

00:04 4분 사 분

00:05 5분 오 분

00:06 6분 육 분

00:07 7분 칠 분

00:08 8분 팔 분

00:09 9분 구 분

00:10 10분 십 분

00:20 20분 이십 분

00:30 30분 삼십 분

00:40 40분 사십 분

00:50 50분 오십 분

※ 1시간 = 60분(육십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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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29

Tip ◯시 ◯분 O	နာရီ	O	မိန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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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ခ်ိန္ျပ	ေ၀ါဟာရမ်ားကို	ေလ့လာသင္ယူရေအာင္။	

지금
အခု	

어제
မေန	့	

오늘
ဒီေန	့

내일
မနက္ျဖန္		

오전
မနက္ခင္း		

오후
ညေနခင္း		

낮
ေန	့		

밤
ည		

새벽
အရုဏ္

점심
ေန႔လယ္

아침
မနက္		

저녁
ညေန		

မွန္လွ်င္	O	မွားလွ်င္	X	လုပ္ပါ။
1.	<보기>처럼	시계를	보고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1)

2)

3)

4)

지금은 아침입니다.  (    )

지금은 오후입니다.  (    )

지금은 한 시입니다.  (    )

지금은 오전 열 시입니다.  (    )

ေလ့လာထားတဲ့	ေ၀ါဟာရေတြကို	စဥ္းစားျ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ပါ။	

지금은 밤입니다. ( X	) အခ	ုညပါ။	보기

정답   1) O  2) X  3) O  4) X

94  0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어휘 2  စကားေျပာ	၂ 시간 အခ်ိန္

6:00a.m

7:00a.m

11:00a.m

11:00p.m

10:00 p.m

8:00a.m 12:00p.m 6: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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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ကို	အခ်ိန္ျပစကားလံုးေနာက္	သို႔မဟုတ္	ေနရာျပစကားလံုးေနာက္တြင္	အသံုးျပဳသည္။	နာမ္သည္	ဗ်ည္းျဖင့	္
အဆံုးသတ္သည္ျဖစ္ေစ	သရျဖင့္	အဆံုးသတ္သည္ျဖစ္ေစ	‘에’ ဟုသာ	သံုးသည္။	

· 가: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ဘယ္နွနာရီ	ေန႔လယ္စာ	စားပါသလဲ။	
 나: 12시에 먹어요.	၁၂နာရီမွာ	စားပါတယ္။	
·  가: 언제 운동해요?	အားကစား	ဘယ္အခ်ိန္	လုပ္လဲ။
 나: 저녁에 운동해요.	ညေနဖက္	အားကစားလုပ္တယ္။	

Tip  ‘언제’   ‘언제’	ကုိေတာ့	အခ်ိန္၊	ေန႔ရက္၊	ေန႔စြဲစသည္	ေမးသည့္ေနရာမွာသုံးပါတယ္။	

보기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ပး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언제 운동해요? ဘယ္အခ်ိန္	အားကစားလုပ္လဲ။	

나: 아침에 운동해요. မနက္ခင္းမွာ	အားကစားလုပ္တယ္။

1)

2)

3)

4)

가: 언제 운동해요?

나:                                                           .

가: 언제 커피를 마셔요?

나:                                                           .

가: 몇 시에 저녁을 먹어요?

나:                                                           .

가: 몇 시에 자요?

나:                                                           .

정답   1) 저녁에 운동해요  2) 오후에 커피를 마셔요  3) 7시에 저녁을 먹어요  4) 11시에 자요

‘에’ နဲ႔	ပတ္သက္ျပီး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၀ါက်မ်ားကို	ဥပမာအတုိင္း	ျဖည့္ေပးပါ။	

94  0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문법 2  သဒၵါ	၂	 에 G08-2 

7:00p.m

1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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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ဘယ္ႏွနာရီမွာ	ဘာလုပ္လဲ။	ဥပမာအတုိင္း	ေျဖဆုိၾကည့္ပါ။	
몇	시에	무엇을	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일과 ေန	့စဥ္	လႈပ္ရွားမႈ		 시간 အခ်ိန္

1 일어나다 အိပ္ရာထသည္။		

2 아침을 먹다 မနက္စာ	စားသည္။	

3 점심을 먹다 ေန	့လည္စာ	စားသည္။	

4 저녁을 먹다 ညစာ	စားသည္။	

5 자다 အိပ္သည္။	

가: 몇 시에 일어나요? ဘယ္အခ်ိန္မွာ	အိပ္ရာထလဲ။	
나: 7시에 일어나요. ၇နာရီမွာ	အိပ္ရာထတယ္။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7:00a.m

8:00 p.m12: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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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ဥာဏ္စမ္းေမးခြန္း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ကြက္လပ္တြ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ဖည့္ေပးပါ။	

(1) 회사에 일하러 가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ကုမၸဏီသို	့အလုပ္လုပ္ရန္	သြားျခင္းကုိ	အလုပ္တက္ျခင္း

(2)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အလုပ္ျပီး၍	အိမ္သုိ႔	ျပန္လာျခင္းကုိ	အလုပ္ဆင္းျခင္းဟု	ေခၚသည္။	

(3) 회사에 일이 많으면 늦게까지  을 하기도 합니다. 

 ကုမၸဏီတြင္	အလုပ္မ်ားပါက	ေနာက္က်တဲ့အထိ	ညအခ်ိန္ပိုဆင္းရပါသည္။	

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အခ်ိန္မွန	္အလုပ္တက္ၾကစို	့။

출근 시간 10분 전에는 직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이 9시라면 8시 50분쯤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အလုပ္ခ်ိန	္မတိုင္ခင္	ဆယ္မိနစ္အလိုတြင္	အလုပ္သို႔	ေရာက္ရိွရမည္	ျဖစ္သည္။	အလုပ္စခ်ိန္မနက္	
၉	နာရီဆိုပါက	၈နာရီ	မိနစ္	ငါးဆယ္တြင္	အလုပ္သို႔	ေရာက္ရပါမည္။	ထို႔ျပင္	အလုပ္အတြက္	ၾကိဳတင္	
ျပင္ဆင္မႈမ်ားလည္း	ျပဳလုပ္ထားသင့္သည္။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9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점심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먹습니다.

퇴근은 대부분 6시에 하지만,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ရုံး၀န္ထမ္း	အမ်ားစုသည	္၉	နာရီတြင္	အလုပ္	စတင္လုပ္ပါသည္။	ေန႔လယ္စာကို	ပံုမွန္	ေန႔လယ္	၁၂နာရီမွ	
၁နာရီၾကား	စားပါသည္။	ရုံးဆင္းခ်ိန္မွာ	အမ်ားစု	၆နာရ	ီျဖစ္ေသာ္လည္း	ညဆိုင္း	ဆင္းရေသာ	အခါလည္း	
ရိွတတ္ပါသည္။	

정답   (1) 출근  (2) 퇴근  (3) 야근

문화  ယဥ္ေက်းမႈ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နားေထာင္ျပီး	အေျဖ	ေရြးေပးပါ။	

1.  ① 06:00 ② 07:00 ③ 08:00 ④ 09:00

2.  ① 10:40 ② 11:30 ③ 12:40 ④ 01:30

3.  ① 03:15 a.m.  ② 03:25 p.m.  ③ 04:15 p.m.  ④ 04:25 p.m. 

Track 30

ေမးခြန္း	၁မွ	ေမးခြန္း	၃အထိမွာ	အခ်ိန္နဲ႔	ပတ္သက္ေသာ	စကားလံုးမ်ားကို	နားေထာင္ျပီး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သခ်ာစြာ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ပါ။	

အေသအခ်ာ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씻어요.  ② 회사예요.

 ③ 오늘이에요.  ④ 오전 10시예요.

5. ① 오늘 먹어요.  ② 많이 먹어요.

 ③ 아침을 먹어요.  ④ 12시에 먹어요.

ေအာက္ပါေမးခြန္းမ်ားမွ	ေမးခြန္းကို	ေသခ်ာစြာ	နားေထာင္ျပီး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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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ကို	ေရြးပါ။	

 ① 7:00 ② 8:00 ③ 9:00 ④ 10:00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င့္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① 운동해요.  ② 저녁이에요.

 ③ 네, 7시에 해요.  ④ 아니요, 안 해요.

정답   1. ②  2. ①

1. 남: 여덟 시예요.	ရွစ္နာရီပါ။	

2. 남: 저녁에 뭐 해요?	ညေန	ဘာလုပ္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08

1. 여: 아홉 시 ၉	နာရီပါ။	

2. 남: 열한 시 삼십 분 ၁၁နာရီ	ခဲြပါ။	

3. 여: 오후 네 시 십오 분 ညေန	၄နာရီ	၁၅မိနစ္

4. 남: 지금 뭐 해요? အခု	ဘာလုပ္ေနလဲ။	

5. 여: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န႔လယ္စာ	ဘယ္အခ်ိန္	စား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④  2. ②  3. ③  4. ①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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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통화	괜찮으세요?	ဖုန္းေျပာလို႔ရလား။

가: 여보세요? 과장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ဟလို၊	ဆရာ။	အခု	ဖုန္းေျပာလို႔ရလား။
나: 네, 괜찮아요. ဟုတ္ကဲ့။	ရပါတယ္။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ပါ။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စကားလံုးကုိ	ေရြးျဖည့္ေပး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자요. ② 와요.

③ 일어나요.  ④ 운동해요.

2. ① 쉬어요.  ② 전화해요.

③ 회사에 가요.  ④ 아침을 먹어요.

3. ① 장을 봐요.  ② 커피를 마셔요.

③ 저녁을 먹어요.  ④ 텔레비전을 봐요.

4.
 

가: 지금                          시예요? အခ	ုဘယ္ႏွနာရီလဲ။

나: 오후 두 시예요. ေန႔လယ္	၂နာရီပါ။	

     ① 몇  ② 왜  ③ 누구  ④ 무슨

5.
 

가:                          운동해요? ဘယ္အခ်ိန္မွာ	ေလ့က်င့္ခန္း	လုပ္လဲ။	

나: 아침에 운동해요. မနက္ပိုင္းမွာ	လုပ္ပါတယ္။	

     ① 어디  ② 언제  ③ 무엇  ④ 시간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မွ	၃အထိ	မွန္ကန္ေသာ	ၾကိယာကို	ေရြးေပးပါ။	ပံုနဲ႔	ကိုက္ညီေသာ	စကားလံုးကို	
ေရြးခ်ယ္ေပးပါ။	

ေအာက္ပါ	ေမးခြန္းမ်ားမွာ	အခ်ိန္နဲ႔	ပတ္သက္တာေတြပါ။	ေလ့လာသင္ယူခဲ့တာေတြကို	ေသခ်ာ	
ျပန္စဥ္းစားျပီး	ေျဖဆိုၾကည့္ပါ။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①  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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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③   3. ①   4. ③   5. ①   6. ②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ပါ။	

1.  ① 다섯 시예요. ② 여섯 시예요.

  ③ 일곱 시예요. ④ 여덟 시예요. 

2.  ① 요리해요. ② 장을 봐요.

  ③ 저녁을 먹어요. ④ 커피를 마셔요. 

3.  ① 씻어요. ② 일어나요.

  ③ 회사에 가요. ④ 텔레비전을 봐요. 

[4~6]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4.

 

저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을 타기가                     .

ကၽြန္ေတာ္	ေျမေအာက္ရထားစီးျပီး	ရုံးတက္ပါတယ္။	ဒါေပမဲ့	ရုံးတက္ရုံးဆင္းခ်ိန္	ေျမေအာက္ရထားမွာ	လူေတြ	
အရမ္းမ်ားလို	့ရထားစီးရတာ	ပင္ပန္းတယ္။	

 ① 빠릅니다 ② 쉽습니다 ③ 힘듭니다 ④ 편합니다

5.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타를                       

노래를 하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ကၽြန္မ	သီခ်င္းေတြကို	 ၾကိဳက္ပါတယ္။	ဒါေၾကာင့္	အခုတေလာ	ဂစ္တာတီးသင္ေနပါတယ္။	ဂီတာကို	တီးျပီး	
သီခ်င္းဆုိေနရရင္	အရမ္း	ေပ်ာ္ပါတယ္။	

 ① 치면서 ② 놀면서 ③ 그리면서 ④ 부르면서

6.

 

제 취미는 독서와 영화 감상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시간이 있으면 주로 책을                    

영화를 봅니다. 

ကၽြန္မရဲ႕	ဝါသနာကေတာ့	စာဖတ္ျခင္းနဲ႔	ရုပ္ရွင္ၾကည့္ျခင္းျဖစ္ပါတယ္။	ဒါေၾကာင့္မုိ႔	ရံုးဆင္း	 ျပီးရင္	အခ်ိန္ရွိရင္	
အမ်ားအားျဖင့္	စာအုပ္ဖတ္တာပဲျဖစ္ျဖစ္	ရုပ္ရွင္ကို	ၾကည့္ပါတယ္။	

 ① 쓰거나 ② 읽거나 ③ 쓰니까 ④ 읽으니까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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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တြင္	ထူအန္းနဲ႔	ရီဟန္	စကားေျပာေနတာကို	ေဖာ္ျပထားပါတယ္။	သူတို႔ဟာ	မိသားစု၀င	္
ဘယ္ႏွေယာက္	ရွိလဲဆိုတာကို	အျပန္အလွန္	ေမးေနၾကတာ	ျဖစ္တယ္။	အရင္ဆံုး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09 가족이 몇 명이에요?
	မိသားစု	ဘယ္ႏွေယာက္	ရိွလဲ။	

리한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ထူအန္းမွာ	မိသားစု၀င္	ဘယ္ႏွေယာက္	ရွိလဲ။

투안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세	명이에요.	
리한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ကၽြန္ေတာ့္မွာ	မိသားစု၀င္	သုံးေယာက္	ရွိပါတယ္။	အေမ၊	
အစ္ကိုနဲ႔	ကၽြန္ေတာ္ပါ။	ရီဟန္ေရာ	ဘယ္ႏွေယာက္	 
ရွိလဲ။	

리한	 	네	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လးေယာက္ပါ။	ကၽြန္ေတာ့္မွာ	အေဖ	ျပီးေတာ့	 
အေမနဲ႔	ညီမ	ရိွပါတယ္။	

명	ေယာက္
လူဦးေရ	အေရအတြက္ကိ	ုျပသည့္	အသုံးအႏႈန္း	

·우리 가족은 세 명이에요.   ကၽြန္ေတာ္တုိ႔	မိသားစုက	သုံးေယာက္ပါ။	

정답  1. 세 명이에요.  2. 네, 여동생이 있어요.

	 	 1.	투안	씨	가족이	몇	명이에요?	ထူအန္းမွာ	မိသားစ	ုဘယ္ႏွေယာက္	ရိွလဲ။	

	 	 2.	리한	씨는	동생이	있어요?	ရီဟန္မွာ	ညီမ	ရိွ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ပီးျပီလား။	ဒါဆို	ေအာက္မွ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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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ရွိသည္။		
있다(↔ 없다)	ရွိသည္။	(↔ မရွိဘူး)

ပိုင္ဆုိင္မႈကုိ	ျပသသည
့္	အဓိပၸါယ္ျဖင့္	

‘(နာမ္)이/가 있다’	ဟု	အသုံးျပဳသည္။	

ဗ်ည္းျဖင့	္အဆုံးသတ္ေ
သာ	နာမ္	

ေနာက္တြင္	‘이’၊	သရျဖင့္	အဆုံးသတ္
ေသာ	

နာမ	္ေနာက္တြင	္‘가’	ကုိ	သုံးသည္။	

·저는 우산이 있어요.

 ကၽြန္မမွာ	ထီး	ရွိတယ္။
	

·사무실 열쇠가 있어요?

 ရံုးခန္းေသာ့	ရွိလား။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မိသားစုအေၾကာင္း	အေမးအေျဖ	
□သဒၵါ  하고,	에(ေနရာ)	
□ေဝါဟာရ		မိသားစု၊	ရုပ္သြင္ျပင္လကၡဏာ၊	အက်င့္စရိုက္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ယဥ္ေက်းေသာ	အသုံးအႏႈန္းမ်ားႏွင့္	
ပုံမွန္စကား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31



ကိုရီးယားတြင္	မိသားစု	အေခၚအေ၀ၚမ်ားမွာ	ေယာက်္ားေလးနဲ႔	မိန္းကေလးေပၚ	မူတည္ျပီး	
ေျပာင္းလဲပါတယ္။	

있다 ရွိသည ္ •저는 여동생이 있어요. ကၽြန္ေတာ့္မွာ	ညီမ	ရွိပါတယ္။	
없다 မရွိသည္	  • 저는 여동생이 없어요. 누나가 있어요.  

ကၽြန္ေတာ့္မွာ	ညီမ	မရွိပါဘူး။	အစ္မ	ရွိပါတယ္။	

많다 မ်ားသည ္ •저는 가족이 많아요. ကၽြန္ေတာ့္မွာ	မိသားစု၀င္	အမ်ားၾကီးပဲ။

살다 ေနသည ္ • 우리 가족은 베트남에 살아요.  
ကၽြန္ေတာ္တုိ	့မိသားစု	ဗီယက္နမ္မွာ	ေနတယ္။

‘나’가	남자일	때
ေယာက်ာ္းေလး	ျဖစ္ပါက

‘나’가	여자일	때
မိန္းကေလး	ျဖစ္ပါက

할아버지 အဖိုး 할머니 အဖြား

아버지 အေဖ

아들 သား 딸 သမီး

형
အစ္ကို	

오빠
အစ္ကို	

나
ငါ

나
ငါ

부인
ဇနီး

남편
ခင္ပြန္း

여동생
ညီမ

여동생
ညီမ

남동생
ညီ

남동생
ေမာင္ေလး	

누나
အစ္မ

언니
အစ္မ	

어머니 အေမ

보기

အထက္ရိွ	မိသားစု	အေခၚအေ၀ၚ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ပးပါ။	

1)               

3)               

나

2)               

4)               

정답   1) 할아버지  2) 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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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가족 မိသားစု



104  09	가족이	몇	명이에요?

‘하고’	ကုိ	ျပဳလုပ္သူမွ	အတူတကြလုပ္ေဆာင္ေသာ	အရာ၊	လူ	စသည္တုိ႔ကို	တြဲဆက္ရာတြင္	အသုံးျပဳသည္။	
စကားေျပာတြင္	အမ်ားဆံုး	အသံုးျပဳျပီး	အေရးတြင္	‘와/과’ ကို	သံုးသည္။	

· 가: 지금 뭐 해요?		အခ	ုဘာလုပ္ေနလဲ။	
 나: 아침을 먹어요. 빵하고 과일을 먹어요.	မနက္စာ	စားေနတယ္။	ေပါင္မုန္႔နဲ႔	အသီးနဲ႔	စားတယ္။	
· 가: 지금 혼자 살아요?	တစ္ေယာက္ထဲ	ေနတာလား။	
 나: 아니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မဟုတ္ပါဘူး။	မိဘမ်ားနဲ႔	အတူေနတယ္။	

1)

3)

2)

4)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나: 세 명이에요.                         .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나: 세 명이에요.                         .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나: 세 명이에요.                         .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나: 네 명이에요.                         .

아내, 아들

할머니, 형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하고’	ကို	နားလည္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보기

2.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ဥပမာအတုိင္း	၀ါက်မ်ားကုိ	ျဖည့္ပါ။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မိသားစု၀င္	ဘယ္ႏွေယာက္	ရိွလဲ။	

나:  세 명이에요. 남편하고 딸이 있어요.   

 သုံးေယာက္	ရိွပါတယ္။	ခင္ပြန္းနဲ	့သမီး	ရိွပါတယ္။	
남편, 딸

정답   1) 아내하고 아들이 있어요   2)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요

 3) 할머니하고 형이 있어요   4)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가 있어요

ထပ္ျပီး	ေလ့လာၾကစုိ႔။	‘하고’	ကုိ	အသုံးျပဳျပီး	ေအာက္က	ပုံေတြန႔ဲ	ကုိက္ညီေသာ	၀ါက်ကုိ	တြဲေပးပါ။	

정답   1. 열쇠하고 지갑이 있어요  2. 오빠하고 언니가 있어요

1.

                                   .

2.

                                   .
오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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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하고 G09-1

 ‘하고’ ႏွင့္ ‘와/과’

‘하고’	ႏွင့္	‘와/과’	ကို	နာမ္ႏွစ္ခုကို	ခ်ိတ္ဆက္ေပးသည့္	အခါတြင္	သုံးသည္။	‘하고’	ကို	စကားေျပာပံုစံတြင္	သံုးျပီး	
‘와/과’	ကုိ	စာအေရးအသားတြင္	ပို	သံုးပါသည္။	ရိုးရိုးစကားေျပာပံုစံမဟုတ္ဘဲ	အခမ္းအနားတြင္	မိန္႔ခြန္း 
ေျပာသည့္အခါ	ေရွ႕ထြက္စကားေျပာသည့္အခါမ်ိဳးတြင္	‘와/과’	ကို	သုံးသည္။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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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အန္းနဲ႔	ရီဟန္ဟာ	သူတို႔	မိသားစုဓာတ္ပံု	ၾကည့္ျပီး	စကားေျပာေနၾကပါတယ္။	ထူအန္းက	
ရီဟန္ရဲ	့ညီမအေၾကာင္း	ေမးေနတယ္။	အရင္ဆုံး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ဆုိၾကည့္ရေအာင္။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32

정답   1. 스무 살이에요.  2. 아니요, 없어요.

1.	리한	씨	여동생은	몇	살이에요? ရီဟန္	ညီမ	အသက္	ဘယ္ေလာက္လဲ။	

2.	리한	씨	여동생은	남자	친구가	있어요?	ရီဟန္	ညီမမွာ	ရည္းစား	ရိွ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ဆိုရင္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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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이	사람이	리한	씨	여동생이에요?
 ဒါ	ရီဟန္ရဲ	့	ညီမလား။	

리한	 네,	맞아요.	제	여동생이에요.
 ဟုတ္တယ္။	ကၽြန္ေတာ့္	ညီမပါ။	

투안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အရမ္း	လွတာပဲ။	အသက္	ဘယ္ႏွႏွစ္လဲ။	

리한	 스무	살이에요.
 အသက္	ႏွစ္ဆယ္ပါ။	

투안	 여동생은	남자	친구가	있어요?	
 ညီမမွာ	ရည္းစား	ရိွလား။	

리한	 아니요,	없어요.
 ဟင့္အင္း၊	မရိွပါဘူး။	

이 ဒီ	
စကားေျပာသူ၏	အနီးအနားတြင္	
ရွိေသာ	အရာ၊	လူကုိ	ညႊန္ျပေသာ	
စကား	

·이 사람은 회사원이에요.

  ဒီလူက	ကုမၸဏီ၀န္ထမ္းပါ။	

 ·저는 이 책을 읽어요.

   ကြ်န္ေတာ္	ဒီစာအုပ္ကုိ	
ဖတ္တယ္။	

제   ကၽြန္ေတာ္၏	(ကၽြန္ေတာ့္)၊	

ကၽြန္မ၏	(ကၽြန္မ)	

နာမ္	‘저’	ႏွင့္	postposition	‘의’ 

ႏွစ္ခု	ေပါင္း၍	အတုိခ်ဳပ္ေခၚဆိုေသ
ာ	

အသုံးအႏႈန္းအျဖစ္	ယဥ္ေက်းစြာ
	

သုံးႏႈန္းခ်ိန္	‘내 (나의)’	အစား	‘제’ 

ကုိ	သုံးသည္။	

·이게 제 가방이에요.

 ဒီဟာ	ကၽြန္မ	လြယ္အိတ္ပါ။	

 ·제 여동생은 선생님이에요.

 ကၽြန္ေတာ့္	ညီမက	ဆရာမပါ။	

Tip 나이를 묻고 대답하기 အသက္ႏွင့္	ပတ္သက္ေသာ	အေမးအေျဖ	

အျခားသူ၏	အသက္ကိ	ုေမးသည့္	အခ်ိန္တြင္	အသံုးအႏႈန္းအမ်ိဳးမ်ိဳးကို	ေျပာင္းလဲ	အသံုးျပဳႏိုင္ပါသည္။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မွာ	မိမိထက္	အသက္ၾကီးသူအား	ေမးသည့္	အခ်ိန္တြင	္
သံုးပါသည္။	‘연세’	သည္	“အသက”္	ကို	ေလးစားမႈျဖင့္	ေခၚဆိုေသာ	စကားလံုး	ျဖစ္ပါသည္။	

1) 투안: 민수 씨 아들은 몇 살이에요? မင္းဆူ	သား	အသက္	ဘယ္ႏွႏွစ္လဲ။	
 민수: 세 살이에요. သုံးႏွစ္ပါ။	

2) 투안: 민수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မင္းဆူေရာ	အသက္	ဘယ္ေလာက္ရိွျပီလဲ။	
 민수: 서른 두 살이에요. ၃၂	ႏွစ္ပါ။	

3) 투안: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အေဖ	အသက္	ဘယ္ေလာက္ရိွျပီလဲ။	
 민수: 예순 살이세요. အသက္	ေျခာက္ဆယ္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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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တစ္ေယာက္၏	အျပင္ပံုပန္းနဲ႔	အက်င့္စရိုက္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ကို	
ေလ့လာသင္ယူရေအာင္။	

재미있다 
စိတ္၀င္စားစရာ	ေကာင္းသည္

친절하다 
သေဘာေကာင္းသည္

• 영화를 봐요. 아주 재미있어요. 
 ရုပ္ရွင္	ၾကည့္တယ္။	အရမ္း	စိတ္၀င္စားစရာေကာင္းတယ္။

•  수피카 씨는 친절해요. 할아버지를 도와줘요.
 ဆူဖီခါက	အရမ္း	သေဘာေကာင္းတယ္။	အဘုိးကုိ	ကူညီတယ္။

똑똑하다 
ဥာဏ္ေကာင္းသည္

활발하다 
သြက္လက္သည္

•   제 동생은 똑똑해요. 수학을 잘해요.  
ကၽြန္မ	ေမာင္ေလး	ဥာဏ္ေကာင္းတယ္။	သခ်ာၤေတာ္တယ္။

•  저는 활발해요. 운동을 좋아해요. 
 ကၽြန္ေတာ္	သြက္လက္တယ္	အားကစားလုပ္ရတာ	ၾကိဳက္တယ္။

얌전하다 
တည္ျငိမ္သည္

부지런하다 
၀ီရိယ	ရိွသည္

•    동생은 얌전해요. 책 읽기를 좋아해요. 
ညီေလးက	တည္ျငိမ္တယ္	စာအုပ္	ဖတ္ရတာ	ၾကိဳက္တယ္။

•  리한 씨는 낮에 일해요. 밤에 공부해요. 아주 부지런해요.
   ရီဟန္က	ေန႔ဖက္	အလုပ္လုပ္တယ္။	ညဖက္	စာလုပ္တယ္။	

အရမ္း၀ီရိယရိွတယ္။	

•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ညီမက	တကယ္	လွတယ္။
•  제 남자 친구가 멋있어요. ကၽြန္မ	ရည္းစားက	ေခ်ာတယ္။

예쁘다 လွသည္ 멋있다 ခန္	့သည္၊	မိုက္သည္

•  이 여자는 키가 커요. 그리고 날씬해요.
  ဒီ	မိန္းကေလး	အရပ္ျမင့္တယ္။	ျပီးေတာ့	ပိန္တယ္။
•  저는 조금 뚱뚱해요. 매일 운동을 해요.
  ကၽြန္ေတာ္	နည္းနည္း	၀တယ္။	ေန႔တိုင္း	အားကစားလုပ္တယ္။

날씬하다 ပိန္သည္ 뚱뚱하다 ၀သည္

키가 크다 ျမင့္သည္ 키가 작다 ပုသည္

•   제 친구는 농구 선수예요. 키가 커요.
  ငါ့သူငယ္ခ်င္းက	ဘတ္စကတ္ေဘာကစားသမားပါ။	အရပ္ျမင့္တယ္။
•   이 아이는 다섯 살이에요. 키가 작아요.
  ဒီကေလး	ငါးႏွစ္သားပါ။	အရပ္ပုတယ္။

㉠ 예쁘다 ㉢ 키가 크다㉡ 멋있다 ㉣ 키가 작다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ကုိ	ေရြးေပးပါ။	

အထက္မွ	ေ၀ါဟာရမ်ားကို	ျပန္စဥ္းစားျ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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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စကားေျပာ	၂ 외모와 성격 အျပင္ပံုပန္းႏွင့	္အက်င့္စရို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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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ဥပမာအတုိင္း	၀ါက်မ်ားကုိ	ျဖည့္စြက္ပါ။	

보기 가: 투안 씨는 어디에 있어요? ထူအန္း	ဘယ္မွာ	ရိွလဲ။	

나: 집에 있어요.  အိမ္မွာ	ရိွတယ္။

1) 가: 리한 씨는 어디에 있어요?

나:                                    .

가: 형은 어디에 살아요?

나:                                    .

가: 여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나:                                    .

가: 누나는 어디에 가요?

나:                                    .

2)

3) 4)

정답  1) 식당에 있어요  2) 한국에 있어요  3) 베트남에 살아요  4) 회사에 가요

‘에(ေနရာ)’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၀ါက်မ်ားကို	ဥပမာအတုိင္း	ျဖည့္ပါ။	

လူ၊	အရာ၀တၳဳ၏	တည္ေနရာကို	ေဖာ္ျပသည့္	အခါ	‘에’	ကို	ေနရာျပနာမ္	အေနာက္တြင္	သံုးပါသည္။	ထို႔ျပင္	
လားရာ၊	ရည္ရြယ္ရာ	အရပ္ကို	ေဖာ္ျပခ်ိန္တြင္လည္း	‘가다(သြားသည္)’, ‘오다(လာသည္)’,	စေသာ	ၾကိယာမ်ားႏွင့	္
အတူ	သံုးပါသည္။	

· 리한 씨는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ရီဟန္	အခု	ရုံးမွာ	ရိွတယ္။
· 책이 책상 위에 있어요.		စာအုပ္က	စားပဲြေပၚမွာ	ရိွတယ္။
· 저는 내일 시장에 가요.		မနက္ျဖန္	ေစ်းကို	သြားမယ္။	

106  09	가족이	몇	명이에요?

문법 2  သဒၵါ	၂	 에 G09-2

 ေနရာ ‘에’	ႏွင့္	အခ်ိန္္	‘에’

‘에’သည္	ေနရာျပပုဒ္အျဖစ္	နာမ္၏	အေနာက္တြင္	သံုးျပီး	လူ	သို႔မဟုတ္	အရာ၀တၳဳပစၥည္း	တည္ရွိေနေသာ	ေနရာကိ	ု
ေဖာ္ညႊန္းေပးသည္။	ထို	့ျပင္	အခ်ိန္၏	အေနာက္တြင္လည္း	သံုးျပီး	လုပ္ေဆာင္ခ်ိန္၊ျဖစ္ပ်က္ခ်ိန္ကို	ေဖာ္ျပေပးသည္။  

·식당에 사람이 많아요.	စားေသာက္ဆိုင္မွာ	လူေတြ	အမ်ားၾကီးပဲ။(ေနရာ)
·여섯 시에 일이 끝나요.	၆	နာရီမွာ	အလုပ္	ျပီးတယ္။(အခ်ိန္)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입이	짧아요.	အစားအေသာက္	ဇီဇာေၾကာင္တယ္။

가: 리한 씨는 음식 갖고 고생하는 것 같아요. ရီဟန္က	အစားအေသာက္ေၾကာင့္	ဒုကၡေရာက္တယ္နဲ႔	တူတယ္။	
나: 네, 입이 짧아요. ဟုတ္တယ္၊	အစားအေသာက္	ဇီဇာေၾကာင္လုိ႔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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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말에 하세요. အေျဖမွန္ကုိ  ျခစ္ေပးပါ။	

(1) 가족이 모두
 세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2) 아버지는
 베트남에 

 필리핀에
살아요.

(3) 아버지 연세는
 60살이세요.

 70살이세요.

퀴즈 ဥာဏ္စမ္းေမးခြန္း	

보기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မိသားစု	ဘယ္ႏွေယာက္လဲ။

나: 아버지, 어머니, 저, 세 명이에요. အေဖ၊	အေမ၊	ကၽြန္ေတာ္	သုံးေယာက္ပါ။	

가: 아버지는 어디에 살아요? အေဖက	ဘယ္မွာ	ေနလဲ။	

나: 베트남에 살아요. ဗီယက္နမ္မွာ	ေနပါတယ္။	

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အသက္	ဘယ္ေလာက္	ရိွျပီလဲ။	

나: 일흔 살이세요. အသက္	၇၀ပါ။	

가족에	대해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	အတုိင္း	မိသားစုအေၾကာင္း	ေျပာၾကည့္ပါ။	

မိသားစု၀င္	ဘယ္ႏွေယာက္ရိွလဲ။	ဘယ္မွာ	ေနၾကလဲ။	ျပီးေတာ့	မိဘေတြက	အသက္	ဘယ္ေလာက္	
ရိွျပီလဲ။	ဥပမာေပးထားတာကို	ဖတ္ျပီး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정답   (1) 세 명이에요.  (2) 베트남에  (3) 70살이세요.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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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말	အယဥ္သုံးစကား 반말	တရင္းတႏွီးသုံးစကား ျမန္မာဘာသာစကား
네/예 응 ဟုတ္ကဲ့
아니요 아니 မဟုတ္ဘူး	

고마워요 고마워 ေက်းဇူးတင္ပါတယ္
미안해요 미안해 ေတာင္းပန္ပါတယ္
있어요 있어 ရိွတယ္
먹어요  먹어 စားတယ္
자요 자 အိပ္တယ္	

한국어에는 높임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보통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합

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

도 처음 만난 사람이나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자신

보다 나이가 많아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반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ကုိရီးယားတြင	္အယဥ္သုံးစကားႏွင့	္တရင္းတႏွီးသုံးစကားဆို၍	ရိွပါသည္။	အမ်ားအားျဖင့္	
မိမိထက္	အသက္ၾကီးသူအား	စကားေျပာသည့္အခါ	အယဥ္သုံးစကားကုိ	အသုံးျပဳပါသည္။	
ျပီးလွ်င	္မိမိထက္	အသက္ငယ္သူအား	တရင္းတႏွီးသုံးစကားကုိ	အသံုးျပဳပါသည္။	သုိ႔ေသာ	္
မိမိထက္	အသက္ငယ္ေသာ္လည္း	ပထမဆုံးအၾကိမ	္ေတြ႔ဆုံသူ	သုိ႔မဟုတ္	မရင္းႏွီးေသာ	သူအား	
ေျပာဆိုခ်ိန္တြင္လည္း	အယဥ္သုံးစကားျဖင့္	သုံးသင့္ပါသည္။	မိမိထက္	အသက္ၾကီးေသာ္လည္း	
ရင္းႏွီးသူျဖစ္ပါက	တရင္းတႏွီးသုံးစကား	သုံးသည့္အခါလည္း	ရိွပါသည္။	

높임말	အယဥ္သုံးစကား 반말	တရင္းတႏွီးသုံးစကား

정답  (1) 반말  (2) 응  (3) 미안해요

내용 확인 ဥာဏ္စမ္းေမးခြန္း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ကြက္လပ္တြ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ဖည့္ပါ။	

(1) 한국어는 높임말하고  이 있습니다. 

 ကုိရီးယားစကားမွာ	အယဥ္သံုးစကားႏွင့္	တရင္းတႏွီးသံုးစကား	ရိွပါတယ္။

(2) ‘네/예’의 반말은 입니다.  ‘네/예’	ရဲ႕	တရင္းတႏွီးသုံးစကားမွာ	အင္း	ျဖစ္ပါတယ္။	

(3) ‘미안해’의 높임말은    입니다.  ‘미안해’	ရ့ဲ	အယဥ္သုံးစကားမွာ	၀မ္းနည္းပါတယ္	ျဖစ္ပါတယ္။	

높임말과 반말  အယဥ္သံုးစကားႏွင့္	တရင္းတႏွီးသုံးစကား

문화  ယဥ္ေက်းမႈ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သခ်ာ	နားေထာင္ျပီး	အေၾကာင္းအရာႏွင့္	ဆက္ႏြယ္ေသာ	ပံုကုိ	ေရြးေပးပါ။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  ①   12살  ②   22살  ③   32살  ④   42살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가족이에요.     ② 네 명이에요.

 ③ 가족이 있어요.  ④ 한국에 살아요.

5. ① 학교에 가요.   ② 동생이 있어요.

 ③ 학교에 있어요.  ④ 제 동생이에요.

Track 33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လူဦးေရ	အေရအတြက္နဲ	့ပတ္သက္ေသာ	ေမးခြန္းမ်ား	ျဖစ္ျပီး	ေမးခြန္း	၃မွာ	
အသက္ႏွင့္	ပတ္သက္ေသာ	ေမးခြန္း	ျဖစ္ပါတယ္။	ေသခ်ာစြာ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ခ်ယ္ေပးပါ။	

ေအာက္ပါ	ေမးခြန္းမ်ားအတြက္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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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1. 남: 네 명	ေလးေယာက္	

2. 여: 다섯 명	ငါးေယာက္

3. 남: 스물두 살	အသက္	ႏွစ္ဆယ္	

4. 여: 가족이 몇 명이에요?	မိသားစု	ဘယ္ႏွေယာက္လဲ။

5. 남: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မာင္ေလးက	ဘယ္မွာ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②  5. ③

정답  1. ③  2. ③

1. 남: 우리 가족은 네 명이에요.	ကၽြန္ေတာ္တုိ	့မိသားစု၀င္	ေလးဦးပါ။	

2. 남: 형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အစ္ကုိ	ဘယ္မွာ	ေန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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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ဆက္ႏြယ္ေသာ	အေျဖကို	ေရြးပါ။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င့္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① 한국에 가요.  ② 대학교에 다녀요

 ③ 한국에서 살아요. ④ 회사에서 일해요.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09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ခဏေန	ဖုန္းျပန္ေခၚပါ့မယ္။

가: 여보세요? 리한 씨 바빠요? ဟလို၊	ရီဟန္၊	အလုပ္မ်ားေနလား။																																				
나: 네, 좀 바빠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ဟုတ္ကဲ့၊	နည္းနည္း	မ်ားပါတယ္။	ခဏေန	ဖုန္းျပန္ေခၚပါ့မယ္။



..............	berolahraga?

Jam	2	Sore.

Pagi	olahraga.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စကားလံုးကုိ	ေရြးေပးပါ။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여동생이 있어요? ညီမ	ရိွလား။	

나: 아니요,                          . ဟင့္အင္း၊	မရွိပါဘူး။	

     ① 예뻐요  ② 작아요  ③ 없어요  ④ 있어요

5.

 

가: 가족이 어디에 살아요? မိသားစုေတြ	ဘယ္မွာ	ေနလဲ။

나:    아버지                            어머니는 필리핀에 살아요.   

အေဖနဲ	့အေမက	ဖိလစ္ပိုင္မွာ	ေနပါတယ္။	

     ① 가      ② 에      ③에서     ④ 하고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동생이 많아요. ② 아버지가 없어요.

③ 할머니가 있어요. ④ 가족이 세 명이에요.

2. ① 누나는 키가 커요. ② 누나는 회사에 가요.

③ 누나는 한국에 살아요. ④ 누나하고 형이 있어요.

3. ① 여동생이 없어요. ② 여동생이 예뻐요.

③ 여동생이 집에 없어요. ④ 여동생이 두 명이에요.

ေမးခြန္း	၁မွာ	မိသားစုဓာတ္ပံုကို	ၾကည့္ျပီး	ကိုက္ညီေသာ	၀ါက်ကို	ေရြးခ်ယ္ရမွာ	ျဖစ္ျပီး	ေမးခြန္း	၂နဲ႔	
၃မွာ	အျပင္ပံုပန္းနဲ႔	ပတ္သက္တဲ့	ေမးခြန္းေတြ	ျဖစ္ပါတယ္။	ပံုႏွင့္	ကိုက္ညီေသာ	မွန္ကန္ေသာ	၀ါက်ကိ	ု
ေရြးေပးပါ။	

ခုထိ	ေလ့လာခဲ့သမွ်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မးခြန္း	၄မွာ	ေ၀ါဟာရေမးခြန္း	
ျဖစ္ျပီး	ေမးခြန္း	၅မွာ	သဒၵါေမးခြန္း	ျဖစ္ပါတယ္။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③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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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ပါ။	

1.  ① 언니는 회사에 가요. ② 언니는 경찰관이에요.   

  ③ 언니는 회사에 있어요. ④ 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2.  ① 사과를 깎고 있습니다. ②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③ 사과를 사고 있습니다. ④ 사과를 씻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3.

 
가:                                       ? 
나:  아니요, 없어요. မရွိပါဘူး။

 ① 누구예요 ② 몇 살이에요

 ③ 누나가 있어요 ④ 가족이 몇 명이에요

4.

 

가: 수피카 씨는 수루 씨하고 같이 살아요? ဆူဖီခါက	ဆူရူနဲ႔	အတူတူ	ေနလား။
나:    아니요, 수루 씨는 지금 기숙사           살아요.  

မေနဘူး၊	ဆူရူက	အခု	အေဆာင္မွာ	ေနတယ္။

 ① 가 ② 에

 ③ 는 ④ 하고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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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02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야, 여, 요, 유, 예, 얘, 와, 워, 의, 위, 외, 왜, 웨’ ဆိုတဲ့	ေပါင္းစပ္သရသံ	(၁၃)ခု	
ရွိပါတယ္။	

(1) 야, 여, 요, 유, 의, 위

(2) 와, 워, 외, 왜, 웨

(3) 우유, 여우, 이유, 예의



ထူအန္းနဲ	့ဆူရူက	ေတြ႔ဖို႔	ေျပာေနၾကပါတယ္။	သူတို႔ဟာ	ကိုရီးယားကို	ပထမဆံုး	ေရာက္	လာတဲ	့
အခ်ိန္ကို	အျပန္အလွန္္	ေမးေနၾကတယ္။	အရင္ဆံုး	စကားေျ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수루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ထူအန္း	ဘယ္တုန္းက	ကုိရီးယား	လာခဲ့လဲ။	

투안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ဒီႏွစ္	ေဖေဖာ္၀ါရီ	ဆယ္ရက္ေန	့က	လာခဲ့တယ္။	
ဆူရူေရာ	ဘယ္တုန္းက	ကုိရီးယား	လာခဲ့လဲ။	

수루	 	저는	작년	7월에	왔어요.	
 ကၽြန္ေတာ္	အရင္ႏွစ္	၇လပိုင္းတုန္းက	လာခဲ့တယ္။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မေန႔က	စာၾကည့္တိုက္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1.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ထူအန္း	ကုိရီးယားကုိ	ဘယ္အခ်ိန္က	လာခဲ့လဲ။	

2.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ဆူရူူ	ကုိရီးယားကုိ	ဘယ္အခ်ိန္က	လာခဲ့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မးခြန္းေတြ	ေျဖၾကည့္ပါ။	

언제 ဘယ္အခ်ိန္၊	ဘယ္တုန္းက	ဘယ္ခ်ိန္၊	ဘယ္ေတာ့ေမးခြန္းတြင္	အသုံးျပဳျပီး၊	အေသအခ်ာ	မသိေသာ	ကာလအခ်ိန္အခါကုိ	ေမးေသာ	စကား	
· 언제 한국어를 공부해요? ဘယ္အခ်ိန္မွာ	ကိုရီးယားစာလုပ္လဲ။	· 수루 씨는 언제 저녁을 먹어요? ဆူရူရီွက	ဘယ္အခ်ိန္	ညေနစာ	စားလဲ။	

정답   1. 2월 10일에 왔어요.  2. 작년 7월에 왔어요.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유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 십일월 십이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일일 이일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 팔일 구일 십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이십일일 이십이일 이십삼일 이십사일 이십오일 이십육일 이십칠일 이십팔일 이십구일 삼십일 삼십일일

Tip 날짜 ရက္စဲြ	  ◯월 ◯일 

114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10 မေန႔က	စာၾကည့္တိုက္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115

월	일 လ၊	ရက္	

ေန	့ရက္ကုိ	ေဖာ္ျပေသာ	

အသုံးအႏႈန္းအျဖစ္	လကုိ	ေဖာ္ျပ
ခ်ိန္တြင္	

‘월’	ကုိ	သုံးျပီး	ေန	့ရက္ကုိ	

ေဖာ္ျပခ်ိန္တြင္	‘일’	ကုိ	သုံးသည္။	

· 오늘은 9월 7일이에요. 

ဒီေန	့	၉လပိုင္း	၇ရက္ေန	့။	

· 저는 3월 1일부터 회사에 가요. 

ကၽြန္ေတာ္	၃လပိုင္း	၁ရက္ေန	့ 

ကစျပီး	ကုမၸဏ	ီသြားတယ္။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အခ်ိန္၊	ေနရာနဲ႔	ပတ္သက္ျပီး	အေမးအေျဖ
□သဒၵါ  -았/었-,	에서(မွာ) 
□ေဝါဟာရ		ေန	့စဲြႏွင့္	ရက္မ်ား၊	ေနရာႏွင့	္ျပဳလုပ္ေဆာင္ရြက္မႈ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ရိွ	ရံုးပိတ္ရက္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34



ဒီေန႔	ဘာရက္လဲ။	ဒီေန႔က	ဘယ္ႏွရက္ေန႔လဲ။	ရက္စြဲနဲ႔	ေန႔ရက္ေတြကို	ဘယ္လို	ေဖာ္ျပလဲဆိုတာ	
ေလ့လာၾကရေအာင္။	

어제
မေန	့

오늘
ဒီေန	့

내일
မနက္ျဖန္	

지난주
ျပီးခဲ့တဲ့	အပတ္	

이번 주
ဒီအပတ္

다음 주
ေနာက္အပတ္	

주중
ရုံးဖြင့္ရက္

주말
ရုံးပိတ္ရက္	

지난달
အရင္လ

이번 달
ဒီလ	

다음 달
ေနာက္လ

작년
မႏွစ္

올해
ဒီႏွစ္

내년
ေနာက္ႏွစ္

ေမလ2015년

2014년 2016년

보기

7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수요일이에요.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운동했어요.

1)

2)

3)

4)

가: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친구하고 뭐 했어요?                        

나: .

가: 5월 5일에 뭐 했어요?                       

나: .

운동하다

텔레비전을 보다

친구를 만나다

저녁을 먹다

쉬다

1) 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2) 가: 3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3) 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4) 가: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76 2014-06-11   오전 9:03:32

2015년 မတ္လ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အတုိင္း	၀ါက်ဆက္ေပးပါ။	

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ဒီေန႔	ဘာေန႔လဲ။
나: 수요일이에요. ဗုဒၶဟူးေန႔ပါ။	

1) 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2) 가: 어제는 무슨 요일이에요?

    나:                                        .

3) 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4) 가: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အထက္မွ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အာက္မွ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목요일이에요  2) 화요일이에요  3) 삼월 십일이에요  4) 삼월 십삼일이에요

114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10 မေန႔က	စာၾကည့္တိုက္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115

အခ်ိန္ျပနာမ္	ေနာက္တြင္	‘에’	ကုိ	သုံးတယ္။	သုိ႔ေသာ္	‘어제’	(မေန႔),	‘오늘’	(ဒီေန႔),	‘내일’	(မနက္ျဖန္),	‘올해’	(ဒီႏွစ္),	
‘언제’	(ဘယ္အခ်ိန္)	ေနာက္တြင္	‘에’	မသုံးပါ။	

Tip 시간 부사 အခ်ိန္ျပၾကိယာ၀ိေသသန	

어휘 1  ေ၀ါဟာရ	၁	 날짜와 요일 ရက္စြဲႏွင့္	ေန႔ရက္



116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보기

ထပ္ျပီး	ေလ့လာၾကမလား။	အတိတ္ျပ	ၾကိယာကို	သံုးျပီး	ေအာက္ကပံုေတြမွာ	၀ါက်	ျဖည့္ေပးပါ။	

1. 어제                              . 2. 주말에                              .

7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수요일이에요.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운동했어요.

1)

2)

3)

4)

가: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친구하고 뭐 했어요?                        

나: .

가: 5월 5일에 뭐 했어요?                       

나: .

운동하다

텔레비전을 보다

친구를 만나다

저녁을 먹다

쉬다

1) 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2) 가: 3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3) 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4) 가: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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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수요일이에요.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운동했어요.

1)

2)

3)

4)

가: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친구하고 뭐 했어요?                        

나: .

가: 5월 5일에 뭐 했어요?                       

나: .

운동하다

텔레비전을 보다

친구를 만나다

저녁을 먹다

쉬다

1) 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2) 가: 3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3) 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4) 가: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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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수요일이에요.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운동했어요.

1)

2)

3)

4)

가: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친구하고 뭐 했어요?                        

나: .

가: 5월 5일에 뭐 했어요?                       

나: .

운동하다

텔레비전을 보다

친구를 만나다

저녁을 먹다

쉬다

1) 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2) 가: 3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3) 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4) 가: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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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수요일이에요.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운동했어요.

1)

2)

3)

4)

가: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친구하고 뭐 했어요?                        

나: .

가: 5월 5일에 뭐 했어요?                       

나: .

운동하다

텔레비전을 보다

친구를 만나다

저녁을 먹다

쉬다

1) 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2) 가: 3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3) 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4) 가: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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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အတုိင္း	၀ါက်	ျဖည့္စြက္ေပးပါ။	

가: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친구하고 뭐 했어요?

나:                                        .

가: 5월 5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မေန႔က	ဘာလုပ္ခဲ့လဲ။	

나: 운동했어요.  အားကစား	လုပ္ခဲ့ပါတယ္။	

1) 3)

2) 4)

텔레비전을 보다 저녁을 먹다

친구를 만나다 쉬다

운동하다

‘-았/었-’	ကို	အတိတ္တြင္	ျဖစ္ပ်က္ခဲ့ေသာ	အေျခအေန	သို႔မဟုတ္	တစ္စံုတစ္ရာကို	ေဖာ္ျပရာတြင	္သံုးသည္။	သရ	 
‘ ‘ㅏ’ ’	ႏွင့္	‘ㅗ’. ‘ျဖင့္	ဆံုးေသာ	ၾကိယာ	သို႔မဟုတ္	နာမ၀ိေသသနကို	‘-았어요’	ႏွင့္	တဲြသံုးျပီး	က်န္	စကားလံုးမ်ားကိ	ု
‘-았어요’ ႏွင့္	တဲြသုံးသည္။	‘하다’	ႏွင့္	ဆံုးေသာ	ၾကိယာမ်ားကို	‘하였어요’ ၏	အတိုေကာက္	အသံုးအႏႈန္းျဖစ္သည့္	
‘했어요’ ဟု	ေျပာင္းသည္။

ㅏ, ㅗ → -았어요 ㅓ, ㅜ, ㅣ စသည္ျဖင့ ္→ -었어요 하다 → 했어요

가다 → 갔어요

보다 → 봤어요

먹다 → 먹었어요

읽다 → 읽었어요

공부하다 → 공부했어요

운동하다 → 운동했어요

· 친구하고 시장에 갔어요.	သူငယ္ခ်င္းနဲ	့ေစ်းကို	သြားခဲ့တယ္။	
·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စားေသာက္ဆိုင္မွာ	ေန႔လယ္စာ	စားခဲ့တယ္။	
· 기숙사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အေဆာင္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정답    1) 텔레비전을 봤어요  2) 친구를 만났어요  3) 저녁을 먹었어요  4) 쉬었어요

정답    1. 커피를 마셨어요  2. 요리했어요 

‘-았/었-’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၀ါက်မ်ားကို	ဥပမာအတိုင္း	ျဖည့္ပါ။	

10 မေန႔က	စာၾကည့္တိုက္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117

문법 1  သဒၵါ	၁ -았/었- G10-1 

7: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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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ဟန္နဲ႔	ထူအန္းတို႔ဟာ	မေန႔က	ဘာလုပ္ခဲ့တယ္ဆိုတဲ့	အေၾကာင္း	ေျပာေနပါတယ္။	မေန႔က	
သူတို	့ဘာလုပ္ခဲ့လဲ။	အရင္ဆံုး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리한	 투안	씨,	어제	뭐	했어요?
 ထူအန္း	မေန႔က	ဘာလုပ္ခဲ့လဲ။	

투안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리한	씨는	어제	뭐	했어요?	

   သူငယ္ခ်င္းနဲ ႔	ကြန္ပ်ဴတာဆိုင္မွာ	 ဂိမ္းေဆာ့ခဲ ့တယ္။	
ရီဟန္ေရာ	မေန႔က	ဘာလုပ္ခဲ့လဲ။	

리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စာၾကည့္တိုက္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하고 ႏွင့္အတူ
အျပဳအမူ	သုိ႔မဟုတ္	အလုပ္	

အတူတကြ	

လုပ္ေနေသာ	သူကုိ	ရည္ညႊန
္းျပီး	‘같이’ 

ႏွင့္အတူတကြ	အသုံးျပဳသည
္။	

· 저는 리한 씨하고 한국어를  

배워요. 

ကၽြန္မ	ရီဟန္ႏွင့္အတူ	ကုိရီးယ
ားစာကုိ	

ေလ့လာတယ္။	

· 동생하고 같이 저녁을 먹어요. 

ေမာင္ေလးႏွင့္အတူ	ညေနစာ
	

စားတယ္။	

1. 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 ထူအန္း	မေန႔က	ဘာလုပ္ခဲ့လဲ။	

2. 리한 씨는 도서관에서 뭐 했어요?	ရီဟန္ေရာ	စာၾကည့္တုိက္မွာ	ဘာလုပ္ခဲ့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ပီလား။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ပါ။	

‘게임을 했어요’ ကုိ	‘게임했어요’.	လုိ	့အတုိခ်ဳပ္ေျပာလို	့ရတယ္။	ဒါက	ကုိရီးယား	ၾကိယာ	ဖြဲ႔စည္းပံုမွာ	သုံးေနက်ပံုစံ	ျဖစ္ပါတယ္။		

·공부를 하다 → 공부하다 ·운동을 하다 → 운동하다

·노래를 하다 → 노래하다 ·쇼핑을 하다 → 쇼핑하다

·전화를 하다 → 전화하다 ·게임을 하다 → 게임하다

·요리를 하다 → 요리하다 ·일을 하다 → 일하다

Tip ‘하다’ 동사 ‘하다’ ၾကိယာ	

‘공부를 하다’, ‘운동을 하다’, ‘노래를 하다’, ‘쇼핑을 하다’, ‘요리를 하다’,	နဲ	့	‘게임을 하다’	စေသာ	
ၾကိယာပံုစံ	{‘နာမ္	+	하다’	(လုပ္သည္)}	ရိွပါတယ္။	‘공부를 하다’	ကို	‘공부하다’	အျဖစ္	နာမ္ေနာက္မ	ွ
‘을/를’	ကုိ	ဖယ္ျပီးေတာ့လည္း	အသံုးျပဳႏုိင္ပါတယ္။

10 မေန႔က	စာၾကည့္တိုက္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117

정답    1.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2.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35



10 မေန႔က	စာၾကည့္တိုက္မွာ	ကိုရီးယားစာ	လုပ္ခဲ့တယ္။  119

ေအာက္က	ေနရာမ်ားမွာ	ဘာလုပ္လဲဆိုတာ	ေလ့လာၾကရေအာင္။	

㉠ 노래방 ㉢ 백화점㉡ 커피숍 ㉣ 영화관

• 공원에서 산책해요.  
ပန္းျခံထဲမွာ	လမ္းေလွ်ာက္တယ္။	

•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요.  

커피를 마셔요.  
ကာ္ဖီဆုိင္မွာ	သူငယ္ခ်င္းနဲ	့ေတြ	့တယ္။ေကာ္ဖ	ီ
ေသာက္တယ္။	

• 서점에서 책을 사요.  
စာအုပ္ဆုိင္မွာ	စာအုပ္	၀ယ္တယ္။	

•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စာၾကည့္တုိက္မွာ	စာအုပ္ဖတ္တယ္။ကုိရီးယာစာ	
လုပ္တယ္။ 

•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ကုန္တုိက္မွာ	ေရွာ့ပင္	ထြက္တယ္။ 

• 노래방에서 노래해요.  
ကာရာအိုေကဆုိင္မွာ	သီခ်င္းဆုိတယ္။ 

• PC방에서 게임해요.  
အင္တာနက္ဆုိင္မွာ	ဂိမ္းေဆာ့တယ္။	

•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ရုပ္ရွင္ရုံမွာ	ရုပ္ရွင္ၾကည့္တယ္။ 

• 기숙사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အေဆာင္မွာ	ထမင္းဟင္းခ်က္တယ္။	

노래방
ကာရာအိုေကဆုိင္

서점
စာအုပ္ဆိုင္

책을 읽다
စာအုပ္	ဖတ္သည္

게임하다
ဂိမ္းေဆာ့သည္

한국어를 
공부하다

ကိုရီးယားစာ	လုပ္သည္

음식을 만들다
ထမင္းဟင္းခ်က္သည္

백화점
ကုန္တုိက္

커피숍
ေကာ္ဖီဆုိင္

친구를 만나다
သူငယ္ခ်င္းနဲ႔	 
ေတြ႔သည္

노래하다
သီခ်င္းဆုိသည္

영화를 보다
ရုပ္ရွင္ၾကည့္သည္

영화관(극장)
ရုပ္ရွင္ရုံ

도서관
စာၾကည့္တုိက္

공원
ပန္းျခံ

산책하다
လမ္းေလွ်ာက္သည္

쇼핑하다
ေရွာ့ပင္	ထြက္သည္

PC방
အင္တာနက္ဆုိင္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နဲ႔	ခ်ိတ္ဆက္ေပးပါ။	

အထက္မ	ွေ၀ါ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	ေျဖၾကည့္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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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စကားေျပာ	၂ 장소와 동작 ေနရာႏွင့	္လႈပ္ရွား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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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2)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3)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4)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보기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အတုိင္း	၀ါက်ဆက္ပါ။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1) 3)

2) 4)

   10과_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79

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노래방

커피숍

백화점

영화관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79 2014-06-11   오전 9: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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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노래방

커피숍

백화점

영화관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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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제 뭐 했어요? မေန႔က	ဘာလုပ္ခဲ့လဲ။	

나: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ပန္းျခံထဲ	လမ္းေလွ်ာက္ခဲ့တယ္။	

   10과_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79

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노래방

커피숍

백화점

영화관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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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2  သဒၵါ	၂	 에서 G10-2

‘에서’ သည္	လႈပ္ရွားေဆာင္ရြက္မႈ	ျပဳလုပ္ေနသည့္	ေနရာကို	ေဖာ္ျပရာတြင္	အသံုးျပဳသည္။	အခ်ိန္ျပနာမ္	
ေနာက္တြင္	အသံုးျပဳသည္။		

· 가: 어디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ဘယ္မွာ	ကုိရီးယားစာကုိ	လုပ္ခဲ့လဲ။	
    나: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စာၾကည့္တုိက္မွာ	စာလုပ္တယ္။	
· 가: 어디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သူငယ္ခ်င္းနဲ႔	ဘယ္မွာ	ေတြ႔ခဲ့လဲ။	
    나: 영화관에서 만났어요. ရုပ္ရွင္ရုံမွာ	ေတြ႔ခဲ့တယ္။
· 가: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ကုန္တုိက္မွာ	ေရွာ့ပင္ထြက္ခဲ့လား။	
    나: 아니요, 시장에서 쇼핑했어요. ဟင့္အင္း၊	ေစ်းမွာ	ေရွာ့ပင္ထြက္ခဲ့တာ။	

 ေနရာျပပုဒ္မ်ား	‘에’ ႏွင့္ ‘에서’ 

‘에’ႏွင့္	‘에서’သည္	ေနရာျပနာမ္၏	အေနာက္တြင္	အသုံးျပဳသည္။ ‘에’သည္	လူ	သုိ႔မဟုတ္	ပစၥည္းက	တည္ရိွေနေသာ	
ေနရာကို	ေဖာ္ျပေပး၍	‘에서’သည္	အျပဳအမူ	သို႔မဟုတ္	လႈပ္ရွားမႈက	ျဖစ္ေပၚေနေသာ	ေနရာကို	ေဖာ္ျပေပးသည္။

·투안 씨는 한국에 있어요. (O) 투안 씨는 한국에서 있어요. (X) 
·투안 씨가 운동장에 축구를 해요. (X)  투안 씨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O)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마음에	들어요.	သေဘာက်တယ္။	

가: 이 잠바 어때요? ဒီဂ်ာကင္အက်ႌ	ဘယ္လုိလဲ။	
나: 마음에 들어요. သေဘာက်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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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말에	 하세요. အေျဖမွန္ကုိ  ျခစ္ပါ။	

1. 내일은 5월 17일이에요.  မနက္ျဖန	္ေမလ	၁၇ရက္ေန႔ပါ။	     네      아니요 

2.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를 봐요. ဒီအပတ္	စေနေန႔မွာ	ရုပ္ရွင္	ရုပ္ရွင္ၾကည့္မယ္။   네      아니요 

3. 주말에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စေန	တနဂၤေႏြ	ကုန္တိုက္မွာ	ေရွာ့ပင္ထြက္တယ္။		   네      아니요 

4. 다음 주 화요일은 5월 21일이에요. 	ေနာက္အပတ	္အဂၤါေန႔က	ေမလ	၂၁ရက္ေန႔ပါ။		   네      아니요 

이번	달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어요?	달력을	보면서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ဒီလ	ဘယ္မွာ	ဘာလုပ္ခဲ့လဲ။	ျပကၡဒိန္ကုိ	ၾကည့္ျပီး	သူငယ္ခ်င္းနဲ	့ေျပာၾကည့္ပါ။	

정답   공원

정답    1. 네  2. 아니요  3. 아니요  4. 네

8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이번 달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어요? 달력을 보면서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What did you do this month? Where did you do it? Looking at the calendar, tell your stories to your friends. 

친구 이름 날짜 장소 뭐 했어요?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80 2014-06-11   오전 9:03:34

백화점

영화관

오늘

ေမလ

အေပၚက	ျပကၡဒိန္ကို	ၾကည့္ျပီး	ေအာက္က	ေမးခြန္းမ်ားကို	ေျဖပါ။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   다음 단어를 보고 생각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အာက္မွ	စကားလံုးမ်ားကုိ	ၾကည့္ရင္	ဘယ္ေနရာကုိ	စဥ္းစားမိလဲ။	

나무 벤치 운동 산책 ?

퀴즈 ဥာဏ္စမ္းေမးခြ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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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휴일  ကိုရီးယားႏုိင္ငံ၏	အစိုးရ	ရုံးပိတ္ရက္မ်ား	

•  신정 နွစ္ကူးေန	့

 ႏွစ္သစ္၏	ပထမဆုံးရက္

•   설날 ကုိရီးယားရုိးရာ	ႏွစ္သစ္ကူးရက္	
   ကုိရီးယား၏	ကုိယ္စားျပဳပဲြေတာ္မ်ားအနက္	တစ္ခုျဖစ္ျပီး	
ေဆြမ်ိဳးသားခ်င္း	မိသားစု၀င္မ်ား	အတူတကြ	
ဘုိးဘြားမိဘကို	ကန္ေတာ့သည့္	ေန႔ရက္။

•  삼일절   ေတာ္လွန္ေရးေန	့	
   ဂ်ပန္ကုိလုိန	ီလက္ေအာက္မ	ွလြတ္ေျမာက္ရန္	စတင	္
ေတာ္လွန္ေသာ	မတ္လ	၁ရက္ေန	့ကုိ	အမွတ္ရေသာ	
အထိမ္းအမွတ္ေန	့

•  근로자의 날 အလုပ္သမားမ်ားေန	့
 	အလုပ္သမားမ်ားအား	အလုပ္ခြင္တြင္	အားျဖစ္ေစရန	္
အားေပးေသာ	ေန႔	

•  어린이날 ကေလးမ်ားေန	့
   ကေလးငယ္မ်ား	ေပ်ာ္ရႊင္စြာ	ၾကီးျပင္းေစရန္အတြက္	
သတ္မွတ္ထားေသာ	ေန႔	

•  석가탄신일 ဗုဒၶဘုရား	ေမြးေန	့
 ျမတ္စြာဘုရား	ေမြးဖြားေသာ	ေန႔	

•  현충일 အာဇာနည္ေန	့
   တုိင္းျပည္အတြက္	အသက္ေပးဆပ္ခဲ့ေသာ	စစ္သားမ်ားႏွင့္ 

ရဲေဘာ္မ်ားကုိ	အမွတ္တရ	ဂုဏ္ျပဳေသာ	အထိမ္းအမွတ္	
ေန႔		

•  광복절 လြတ္လပ္ေရးေန	့	
   ဂ်ပန္ကုိလုိနီ	လက္ေအာက္မ	ွလြတ္ေျမာက္ျပီး	
လြတ္လပ္ေရးရေသာ	အထိမ္းအမွတ္အျဖစ္	
သတ္မွတ္ထားေသာ	ေန႔	

•  추석 ေကာက္သစ္စားပဲြ	
   ကုိရီးယား၏	ကိုယ္စားျပဳပြဲေတာ္မ်ားအနက္	တစ္ခုျဖစ္ျပီး	
ရိုးရာျပကၡဒိန္၏	၈လပိုင္း	၁၅ရက္ေန႔ျဖစ္ပါသည္။	
ကိုရီးယားလူမ်ဳိးမ်ားသည္	ေကာက္ညႇင္းမုန္႔မ်ား	
ျပဳလုပ္ျခင္း၊	ေဆြမ်ဳိးသားခ်င္းမ်ားဆီ	အလည္အပတ္	
သြားေရာက္ၾကျခင္းမ်ား	ျပဳလုပ္ၾကသည္။

•  개천절 ႏုိင္ငံေတာ္	တည္ေထာင္ေသာ	အထိမ္းအမွတ္	ေန	့
   တုိင္းျပည္	စတင္တည္ေထာင္မႈ	အထိမ္းအမွတ္အျဖစ	္
သတ္မွတ္ထားေသာ	ေန႔	

•  한글날	ကုိရီးယားအကၡရာေန	့
   ကုိရီးယားအကၡရာ	တီထြင္ခဲ့ေသာ	ဆဲဂ်ဳံဘုရင္ၾကီးအား	
ဂုဏ္ျပဳေသာ	အထိမ္းအမွတ္ေန႔

• 크리스마스	ခရစ္စမတ္ေန	့
 ခရစ္ေတာ္	ေမြးဖြားျခင္းကုိ	ဂုဏ္ျပဳေသာ	ေန႔

신정 설날 3.1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ဇန္နဝါရီလ ေဖေဖာ္ဝါရီလ
မတ္လ ေမလ

ေမလ ေမလ
ဇြန္လ

ၾသဂုတ္လ

ဒီဇင္ဘာလေအာက္တိုဘာလေအာက္တိုဘာလ
စက္တင္ဘာလ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နားေထာင္ျပီး	အေျဖ	ေရြးေပးပါ။	

1.  ① 1월 2일  ② 1월 12일  ③ 2월 21일  ④ 2월 22일

2.  ① 3월 10일  ② 3월 20일  ③ 4월 10일  ④ 4월 20일

3.  ① 11월 15일  ② 11월 25일  ③ 12월 15일  ④ 12월 25일

Track 36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4.  ① 작년에 왔어요.  ② 베트남에서 왔어요.

 ③ 동생이 한국에 왔어요.  ④ 친구하고 한국에 왔어요.

5.  ① 도서관이 커요.  ② 도서관에 가요.

 ③ 도서관에 없어요.  ④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မးခြန္းအတြက္	အေျဖမွန္ကို	ေရြးခ်ယ္ေပးပါ။	နားမေထာင္မီ	ေမးခြန္းကို	ေသခ်ာစြာ	ဖတ္ပါ။	

ေသခ်ာစြာ	နားေထာင္ျပီး	မွန္ကန္ေသာ	ေန႔စြဲ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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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1. 여: 일월 십이일	ဇန္န၀ါရီလ	ဆယ့္တစ္ရက္ေန႔

2. 남: 사월 십일	ဧျပီလ	ဆယ္ရက္ေန႔

3. 여: 십이월 이십오일	ဒီဇင္ဘာလ	ႏွစ္ဆယ့္ငါးရက္ေန႔

4. 남: 언제 한국에 왔어요?	ဘယ္တုန္းက	ကုိရီးယား	လာခ့ဲလဲ။	

5. 여: 어제 뭐 했어요?	မေန႔က	ဘာလုပ္ခ့ဲ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①  5. ④

1. 남: 6월 12일에 갔어요.		၆လပုိင္း	၁၂ရက္ေန	့က	သြားခ့ဲတယ္။	

2. 남: 어제 어디에서 쇼핑했어요? မေန႔က္	ဘယ္မွာ	ေရွာ့ပင္	လုပ္ခ့ဲ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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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④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ကို	ေရြးပါ။	

 ① 6월 11일에 왔어요. ② 7월 11일에 왔어요. 

 ③ 6월 12일에 갔어요. ④ 7월 12일에 갔어요.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င့္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① 가방을 샀어요. ② 지난주에 갔어요.

 ③ 친구하고 쇼핑했어요. ④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0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제	생각에도	그래요.	ကၽြန္ေတာ္လည္း	အဲ့လိုပဲ	ထင္တယ္။	

가:   회식도 회사 생활에 중요한 것 같아요. 

အျပင္မွာ	စားပြဲလုပ္တာလည္း	ကုမၸဏီအလုပ္မွာ	အေရးပါတယ္လုိ႔	ထင္ပါတယ္။
나: 제 생각에도 그래요. ကၽြန္ေတာ္လည္း	အဲ့လုိပဲ	ထင္တယ္။	



Jam	2	Sore.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သာ	စကားလံုးကုိ	ေရြးထည့္ေပးပါ။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한국에 왔어요? ဘယ္တုန္းက	ကုိရီးယားကုိ	လာခဲ့လဲ။	

나: 작년 7월에 왔어요.	အရင္ႏွစ	္၇လပိုင္းက	လာခဲ့တယ္။	

     ① 누가  ② 어디  ③ 무슨  ④ 언제

5.

 
가: 어제 뭐 했어요? မေန႔က	ဘာလုပ္ခဲ့လဲ။	

나:  극장에서 영화를                           . ရုပ္ရွင္ရုံမွာ	ရုပ္ရွင္ၾကည့္ခဲ့တယ္။	

     ① 갔어요  ② 봤어요  ③ 쇼핑했어요  ④ 산책했어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စကားလံုး	သုိ႔မဟုတ္	၀ါက်ကုိ	ေရြးေပး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커피숍  ② 도서관

③ 노래방  ④ 백화점

2.

① 쇼핑해요.  ② 노래해요.

③ 공부해요.  ④ 게임해요.

3.

① 책을 읽어요.  ② 영화를 봐요.

③ 친구를 만나요.  ④ 음식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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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커피숍  ② 도서관 

 ③ 노래방  ④ 백화점

2.  ① 쇼핑해요. ② 노래해요. 

 ③ 공부해요.  ④ 게임해요.

3.  ① 책을 읽어요. ② 영화를 봐요.

 ③ 친구를 만나요. ④ 음식을 만들어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한국에 왔어요?

 나: 작년 7월에 왔어요.

① 누가  ② 어디  ③ 무슨 ④ 언제

5.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극장에서 영화를 .

① 갔어요          ② 봤어요        ③ 쇼핑했어요         ④ 산책했어요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83 2014-06-11   오전 9:03:35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④  5. ② 

ကြက္လပ္မ်ားတြင္	သင့္ေတာ္ေသာ	အေျဖကုိ	ေရြးျဖည့္ေပးပါ။	အခုထိ	ေလ့လာခဲ့သမွ်ကို	
ျပန္စဥ္းစားျပီး	ေျဖၾကည့္ပါ။	

ေမးခြန္း	၁မွာ	ေနရာမ်ားနဲ႔	ပတ္သက္တာ	ျဖစ္ျပီး	ေမးခြန္း	၂နဲ႔	၃မွာ	အျပဳအမႈမ်ားနဲ႔	ပတ္သက္တာ	
ျဖစ္ပါတယ္။	ပံုနဲ႔	သင့္ေတာ္တဲ့	အေျဖမွန္ကို	ေရြးေ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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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ပါ။	

1.  ① 회사 ② 공원

  ③ 시장 ④ 식당

2.  ① 장을 봐요. ② 커피를 마셔요.

  ③ 점심을 먹어요. ④ 음식을 만들어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해요.                에는 집에서 쉬어요.

တနလၤာေန႔ကစျပီး	ေသာၾကာေန႔အထိိ	ကုမၸဏီမွာ	အလုပ္လုပ္တယ္။	စေန	တနဂၤေႏြေတာ့	အိမ္မွာ	နားတယ္။	

 ① 주중 ② 주말

 ③ 내일 ④ 오후

4.

 
가: 어디에서 운동을 했어요? ဘယ္မွာ	အားကစား	လုပ္ခဲ့လဲ။	
나:                                    .

 ① 공원에서 했어요  ② 운동이 재미있어요 

 ③ 어제 운동을 했어요 ④ 친구하고 운동했어요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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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03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သံေျပ၊	သံျပင္း၊	သံျပတ္	စတဲ့	အသံေတြ	ရွိပါတယ္။	ကိုရီးယားလူမ်ဳိးေတြကေတာ့	
ဒီလုိအသံေတြ	(ㅂ, ㅍ, ㅃ	([p, p’, ph]) ကို	ေကာင္းေကာင္း	ခြဲတတ္ေပမဲ့	ႏုိင္ငံျခားသား	အေတာ္မ်ားမ်ားကေတာ့	
မခြဲျခားႏုိင္ၾကပါဘူး။	ㄷ, ㄸ, ㅌ	([t, t’, th])	ㅈ, ㅉ, ㅊ	([ʧ, ʧ ’, ʧh]) စတဲ့	အသံေတြလည္း	အလားတူပဲျဖစ္ပါတယ္။

(1) ㅂ, ㅃ, ㅍ : ㄷ, ㄸ, ㅌ : ㄱ, ㄲ, ㅋ : ㅈ, ㅉ, ㅊ

(2) 바, 빠, 파 : 다, 따, 타: 가, 까, 카 : 자, 짜, 차

(3) 보, 뽀, 포 : 도, 또, 토 : 고, 꼬, 코 : 조, 쪼, 초

(4) 사자, 기차, 커피, 포도, 도토리, 토끼, 코끼리

정답   1. ②  2. ④  3. ②  4. ①



ေအာက္တြင္ သစ္သီးဆိုင္မွာ ေျပာတဲ့ စကားေျပာျဖစ္ပါတယ္။ ထူအန္းက ဆိုင္ရွင္ကို ပန္းသီး 
ဘယ္ေလာက္လဲလို႔ ေမးေနပါတယ္။ အရင္ဆံုး စကားေျ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주인	 어서	오세요.	
 ၾကိဳဆုိပါတယ္။

투안	 안녕하세요?
 မဂၤလာပါ။ 
	 이	사과	얼마예요?
 ဒီ ပန္းသီး ဘယ္ေလာက္လဲ။

주인	 이천	원이에요.
 ၀မ္ ၂၀၀၀ပါ။ 

투안	 다섯	개	주세요.
 ငါးလုံး ေပးပါ။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ပန္းသီး ငါးလံုး ေပးပါ။ 

1.	사과가	얼마예요?	ပန္းသီးက ဘယ္ေလာက္လဲ။ 

2.	투안	씨는	사과를	몇	개	샀어요?	ထူအန္းက ပန္းသီး ဘယ္ႏွလုံး ၀ယ္ခဲ့လဲ။ 

ေသေသခ်ာခ်ာ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ပါ။ ျပီး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 

정답   1. 이천 원이에요.  2. 다섯 개 샀어요.

대상에 따라서 세는 단위 명사가 달라집니다. နာမ္ေပၚ မူတည္ျပီး ယူနစ္ အေခၚအေ၀ၚ ေျပာင္းလဲပါတယ္။ 
· 사과, 오렌지, 우유 (ပန္းသီး၊ လိေမၼာ္သီး၊ ႏြားႏိ ု ့) : 개	လုံး၊ ခ ု(한 개, 두 개 , 세 개 , …	)	

·   포도, 바나나, 꽃 (စပ်စ္သီး၊ ငွက္ေပ်ာသီး၊ ပန္း) : 송이	ဖီး၊ ခိုင ္(한 송이, 두 송이 , 세 송이 , …	)	

·   수박, 배추 (ဖရဲသီး၊ မုန္ညင္းျဖဴ) : 통	လုံး၊ ထုပ ္(한 통,  두 통, 세 통, …			)

· 물, 맥주 (ေရ၊ ဘီယာ) : 병	ပုလင္း (한 병, 두 병, …		)		

·   커피, 주스 (ေကာ္ဖီ၊ ေဖ်ာ္ရည)္ : 잔	ခြက္ (한 잔, 두 잔, …	)		

· 밥, 국, 반찬 (ထမင္း၊ ဟင္းရည္၊ အရံဟင္း) : 그릇	ပန္းကန ္(한 그릇 , 두 그릇, …)

Tip  단위 명사 1  ယူနစ္အေၾကာင္း ၁

126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11 ပန္းသီး ငါးလံုး ေပးပါ။  127

어서 오세요 ၾကြပါ

ဆိုင္ျဖစ္ေစ၊ အိမ္သို႔ျဖစ္ေစ 

လာေသာသူကုိ 
ႀကိဳဆုိေသာ 
စကားျဖစ္ပါသည္၊

원 ၀မ္
ကုိရီးယား ေငြေၾကး(ယူနစ္)

‘၁၀၀ ၀မ’္ကုိ ‘백 원 [배권]’ ၊ ‘၁၀၀၀ 

၀မ’္ကုိ ‘천 원 [처눤]’၊ ‘၁၀,၀၀၀ ၀မ္’္ကုိ  

‘만 원 [마눤]’, ‘၁၀၀,၀၀၀ ၀မ’္ ကုိ  

‘십만 원 [심마눤]’ ဟု ေခၚသည္။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စ်း၀ယ္ျခင္း 
□သဒၵါ  주세요,	-아/어	주세요

□ေဝါဟာရ  အသီး၊ အစားအစာ၊ ေငြေၾကးႏွင့္ ၀ယ္ယူျခင္းအေၾကာ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၀တ္အစား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37



သင္ၾကိဳက္တဲ့ အသီးနဲ႔ ေဖ်ာ္ရည္ကို ေျပာျပပါ။ ေအာက္မွာ ေဖာ္ျပထားတဲ့ အသီးနဲ႔ 
စားေသာက္ကုန္ ေ၀ါဟာရေလးေတြကို သင္ယူၾက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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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과일과 식료품 Fruit and food

문법 1 주세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를 달라는 요청이나 명령을 나타낸다. 물건을 살 때 자주 사용한다.

1) 가: 물 주세요.

나: 네. 여기요.

2) 가: 오렌지 다섯 개 주세요. 얼마예요?

나: 만 원입니다.

3) 가: 뭘 드릴까요?

나: 빵하고 우유 주세요.

주세요 attached to a noun, is used to 
politely request or politely command 
something. It  is  of ten used for 
purchasing items.

사과 오렌지 포도 수박
apple orange grape watermelon

물 주스 우유 빵

라면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water juice milk bread

instant noodles snacks chocolate ice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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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뭘 드릴까요?

나: 사과 다섯 개 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물

빵

사과

포도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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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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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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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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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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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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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뭘 드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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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 사과㉡ 빵 ㉣ 포도

물
ေရ

라면
ေခါက္ဆြဲ

주스
ေဖ်ာ္ရည္ 

과자
သြားေရစာ 

우유
ႏြားႏို႔

초콜릿
ေခ်ာကလက္ 

사과
ပန္းသီး

오렌지
လိေမၼာ္သီး

포도
စပ်စ္သီး

수박
ဖရဲသီး

빵
ေပါင္မုန္ ့

아이스크림
ေရခဲမုန္ ့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ဟာရျဖင့္ တဲြေပးပါ။ 

① ③②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အထက္မွ ေ၀ါ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126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11 ပန္းသီး ငါးလံုး ေပးပါ။  127

어휘 1  ေ၀ါဟာရ ၁ 과일과 식료품 သစ္သီးႏွင့္ စားေသာက္ကု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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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အတုိင္း ၀ါက်ဆက္ပါ။ 

가: 뭘 드릴까요?  ဘာ အလုိရိွပါသလဲ။ 

나: 사과 다섯 개 주세요.  ပန္းသီး ငါးလုံး ေပးပါ။ 

1)

2)

3)

4)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8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뭘 드릴까요?

나: 사과 다섯 개 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물

빵

사과

포도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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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요’ ကို နာမ္နဲ႔ တြဲျပီး ယဥ္ေက်းစြာ ေတာင္းဆိုသည့္ အခါ သို႔မဟုတ ္ယဥ္ေက်းစြာ ညႊန္ၾကားသည့္အခါတြင္ 
သံုးသည္။ ေစ်းေရာင္းေစ်း၀ယ္ အသံုးအႏႈန္းတြင္ အသံုးမ်ားသည္။ 

· 가: 뭘 드릴까요?  ဘာ အလုိရိွပါသလဲ။
  나: 커피 두 잔 주세요. ေကာ္ဖီ ၂ခြက္ေပးပါ။ 

· 가: 오렌지 얼마예요?  လိေမၼာ္သီး ဘယ္ေလာက္လဲ။ 
  나: 한 개에 천 원이에요. တစ္လုံး တစ္ေထာင္ပါ။ 
  가: 그럼, 오렌지 다섯 개 주세요. ဒါဆုိ လိေမၼာ္သီး ငါးလံုးေပးပါ။ 

‘주세요’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1) 사과 두 개 주세요  2) 오렌지 두 개 주세요  3) 빵 네 개 주세요   4) 우유 한 개 주세요

11 ပန္းသီး ငါးလံုး ေပးပါ။  129

문법 1  သဒၵါ ၁ 주세요 G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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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တြင္ ဖိနပ္ဆိုင္မွာ ေစ်းအေရာင္းအ၀ယ္ လုပ္ေနပံုကို ေဖာ္ျပထားတယ္။ ရီဟန္က 
ေဝါ့ကင္းရွဴးကို ဘယ္ေလာက္နဲ႔ ေပး၀ယ္ခဲ့လဲ။ အရင္ဆံုး စကားေျ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리한	 사장님,	이	운동화	얼마예요?
 ဒီ ေ၀ါ့ကင္းရွဴး ဘယ္ေလာက္လဲ။ 

주인	 오만	오천	원이에요.
 ငါးေသာင္း ငါးေထာင္ပါ။ 

리한	 오만	오천	원요?	좀	비싸요.	 
   ၀မ္ ငါးေသာင္းငါးေထာင္ေတာင္။  

ေစ်း နည္းနည္းၾကီးတယ္ ။ 
 깎아	주세요.
 ေလွ်ာ့ေပးပါ။ 

주인	 그래요?	알았어요.	오만	원	주세요.
 ဟုတ္လား၊ အိုေကပါ၊ ငါးေသာင္းပဲ ေပးပါ။ 

정답   1. 오만 오천 원이에요.  2. 오만 원을 주고 샀어요.

1.	이	운동화는	얼마예요?	ဒီ ေဝါ့ကင္းရွဴးက ဘယ္ေလာက္လဲ။ 

2.	리한	씨는	얼마를	주고	샀어요?	ရီဟန္က ဘယ္ေလာက္ေပးျပီး ၀ယ္ခဲ့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ပီး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ပါ။ 

တျခားယူနစ္ေတြကေတာ့ .... ‘장’ ကို ဓါတ္ပံု၊ တံဆိပ္ေခါင္းနဲ႔ ကတ္မ်ား ေရတြက္ရာတြင္ သံုးသည္။ 
‘권’ ကို စာအုပ္၊ အဘိဓာန္နဲ႔ မဂၢဇင္းမ်ား ေရတြက္ရာတြင္ သံုးသည္။ ‘자루’ ကို ခဲတံမ်ား ေရတြက္တဲ့ 
အခါ၊ ‘그루’ ကို သစ္ပင္မ်ား ေရတြက္တဲ့ အခါ သံုးသည္။ 

11 ပန္းသီး ငါးလံုး ေပးပါ။  129

·   정장 (အေနာက္တုိင္း၀တ္စံ)ု, 한복 (ကုိရီးယား၀တ္စံ)ု	: 벌 စုံ  (한 벌, 두 벌, 세 벌, …) 

· 운동화 (ေဝါ့ကင္းရွဴး), 장갑 (လက္အိတ္), 양말 (ေျခအိတ)္	: 켤레 ရံ၊ စုံ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 

·   텔레비전 (TV), 냉장고 (ေရခဲေသတၱာ), 자동차 (ကား)	: 대 စီး/လုံး (한 대, 두 대, 세 대, …)

·   사람 (လူ), 어린이 (ကေလး), 학생 (ေက်ာင္းသား), 친구 (သူငယ္ခ်င္း)	: 명 ေယာက္ (한 명, 두 명, 세 명, …)

·   할아버지 (အဘုိး), 할머니 (အဖြား), 손님 (ေစ်း၀ယ္သူ)	: 분 ေယာက (한 분, 두 분, 세 분, …)

·   고양이 (ေၾကာင)္, 강아지 (ေခြး), 생선 (ငါး)	: 마리 ေကာ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 

Tip  단위 명사 2  ယူနစ္အေၾကာင္း ၂

그래요? တကယ္လား။

တစ္ဖက္သား၏ စကားအေပၚ 

အ့ံအားသင့္မႈ သို႔မဟုတ္ 

အနည္းငယ္ ထိတ္လန္ ့မႈကုိ 

ေဖာ္ျပေသာ စကားျဖစ္သည္။ 

·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습니다.

    ဒီေန ့ညေန ကုမၺဏီ 

ညစာစားပြဲ ရွိတယ္။ 

 나:  그래요? 저는 약속이  

있어요.

    တကယ္လား။ ကၽြန္ေတာ္ 

ခ်ိန္းထားတာ ရွိတယ္။ 

좀 နည္းနည္း၊ အနည္းငယ္ 

‘조금’ ႏွင့္ ‘좀’ သည္ 

အဓိပၸါယ္တူပါသည္။ သုိ ့ေသာ္ 

တျခားလူအား အကူအညီေတာင္းေသာ 

အေျခအေန သုိ႔မဟုတ္ ေထာက္ခံမႈကုိ 

ေတာင္းဆုိေသာ အေျခအေနတြင္ 

ညင္သာေျပျပစ္ေသာ အသံုးအႏႈန္းျဖင့္ 

‘조금’ကုိ မသုံးဘဲ ‘좀’ ကုိ သုံးသည္။ 

·동생은 키가 좀 작아요.

   ေမာင္ေလးက အရပ္ နည္းနည္း 

ပုတယ္။ 

·빵하고 우유 좀 주세요.

   ေပါင္မုန္႔နဲ႔ ႏြားႏို ့နည္းနည္း  

ေပးပါ။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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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စၥည္းကို ဘာနဲ႔ ၀ယ္လဲ။ ပစၥည္း၀ယ္တဲ့ခါ သံုးတဲ့ အသံုးအႏႈန္းေတြကို သင္ယူၾက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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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화폐와 물품구매 Money and purchasing goods

문법 2 -아/어 주세요

동사 뒤에 붙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동작을 부탁하는 뜻을 나타낸다.

1) 가: 봉투에 넣어 드릴까요?

나: 네, 넣어 주세요.

2) 가: 저 가방을 포장해 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3) 가: 이 운동화를 환불해 주세요.

나: 죄송합니다. 환불 기간이 지났습니다.

돈(현금) 동전 지폐 신용카드
money coin paper money credit card

값(가격) 싸다 비싸다 (값을) 깎다

넣다 싸다(포장하다) 바꾸다(교환하다) 환불하다

price tag cheap expensive to bargain

to put in to wrap up to exchange to refund

-아/어 주세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polite request or a polite command that 
someone do something for the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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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값

동전

지폐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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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봉투에 넣다 →   봉투에 .                       

2) 이 빵을 포장하다 →   이 빵을 .                       

3) 이 우유를 바꾸다 →  이 우유를  .                          

4) 아침에 전화하다 →  아침에  .                          

5) 음식을 만들다 →  음식을  .                          

보기 운동화를 환불하다   → 운동화를  환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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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값

동전

지폐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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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봉투에 넣다 →   봉투에 .                       

2) 이 빵을 포장하다 →   이 빵을 .                       

3) 이 우유를 바꾸다 →  이 우유를  .                          

4) 아침에 전화하다 →  아침에  .                          

5) 음식을 만들다 →  음식을  .                          

보기 운동화를 환불하다   → 운동화를  환불해 주세요.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89 2014-06-11   오전 9:03:38

㉠ 값 ㉢ 지폐㉡ 동전 ㉣ 신용카드

돈(현금)
ပိုက္ဆံ ၊ ေငြ 

동전
အေၾကြေစ့

지폐
ေငြစကၠဴ

신용카드
အေၾကြး၀ယ္ကတ္

값(가격)
ေစ်းႏႈန္း

싸다
ေစ်းသက္သာသည္

비싸다
ေစ်းၾကီးသည္

(값을) 깎다
ေစ်းဆစ္သည္

넣다
ထည့္သည္

싸다(포장하다)
ထုပ္ပိုးသည္

바꾸다(교환하다)
လဲလွယ္သည္

환불하다
ေငြျပန္အမ္းသည္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အတုိင္း ၀ါက်ဆက္ပါ။ 

①
④③②

အထက္မွ ေ၀ါဟာရမ်ား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ဖၾကည့္ရေအာင္။ 

정답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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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စကားေျပာ ၂ 화폐와 물품 구매 ပိုက္ဆံႏွင့္ ပစၥည္း ၀ယ္ျ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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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နဲ႔ တဲြသံုးျပီး မိမိမွ တစ္ဖက္သားကို တစ္စံုတစ္ခု လုပ္ေပးရန္ ယဥ္ေက်းစြာ ေတာင္းဆိုခ်ိန္တြင္ သံုးသည္။ 

ㅏ, ㅗ → -아 주세요 ㅏ, ㅜ, ㅣ စသည္ျဖင ့→ -어 주세요 하다 → 해 주세요

닫다 → 닫아 주세요 읽다 → 읽어 주세요 요리하다 → 요리해 주세요

‘-아/어 드릴까요?’ ကို မိမိမွ တစ္ဖက္သားကို အကူအညီ ကမ္းလွမ္းခ်ိန္တြင္ သံုးသည္။ ထိုအခါ တစ္ဖက္သားမွ 
‘-아/어 주세요’ ျဖင့္ ျပန္၍ ေျဖၾကားသည္။ 

· 너무 더워요. 창문을 좀 열어 주세요. အရမ္းပူတယ္။ ျပတင္းေပါက္ ေက်းဇူးျပဳျပီး ဖြင့္ေပးပါ။

· 이 빵을 봉투에 좀 넣어 주세요. ေက်းဇူးျပဳျပီး ဒီေပါင္မုန္႔ကုိုိ အိတ္ထဲ ထည့္ေပးပါ။ 

· 가: 가방을 들어 드릴까요? အိတ္သယ္ေပးရမလား။ 
    나: 네, 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ဟုတ္ကဲ့။ သယ္ေပးပါ။ ေက်းဇူးတင္ပါတယ္။ 

보기

‘-아/어 주세요’ ကုိ သုံးျပီး ၀ါက်ဆက္ေပးပါ။ 
2.	<보기>처럼	‘-아/어	주세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운동화를 환불하다            →  운동화를 환불해 주세요. 
ေ၀ါ့ကင္းရွဴး ေငြျပန္အမ္းေပးသည္။        → ေ၀ါ့ကင္းရွဴး ေငြျပန္အမ္းေပးပါ။ 

1) 봉투에 넣다  →  봉투에                                                  . 

2) 이 빵을 포장하다  →  이 빵을                                                  . 

3) 이 우유를 바꾸다  →  이 우유를                                               . 

4) 아침에 전화하다  →  아침에                                                   . 

5) 음식을 만들다  →  음식을                                                   .  

정답   1) 넣어 주세요  2) 포장해 주세요  3) 바꿔 주세요  4) 전화해 주세요  5) 만들어 주세요

‘-아/어	주세요’	ကို နားလည္ျပီဆိုရင္ ေအာက္ပါ ေမးခြန္းကို ေျဖ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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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2  သဒၵါ ၂ -아/어 주세요 G11-2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주말	잘	지내셨어요?	စေန တနဂၤေႏြမွာ ေပ်ာ္ခဲ့လား။

가: 주말 잘 지내셨어요? စေန တနဂၤေႏြမွာ ေပ်ာ္ခဲ့လား။ 
나: 네,  고향 친구를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ဟုတ္ကဲ့။ ဇာတိေျမက သူငယ္ခ်င္းေတြနဲ႔ ေတြ႔ျပီး ေလွ်ာက္လည္ခဲ့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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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말에 하세요. သင့္ေတာ္ေသာ စကားလံုးကို အမွန္ျခစ္ေပးပါ။ 

(1) 무엇을 샀어요?  수박  사과

 ဘာ ၀ယ္ခဲ့လဲ။   ဖရဲသီး    ပန္းသီး 

(2)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  2,000원

 ဘယ္ေလာက္လဲ။    ၁ဝဝဝ(ဝမ္)  ၂ဝဝဝ(ဝမ္)

(3) 몇 개를 샀어요?  4개  5개

 ဘယ္ႏွလံုး ၀ယ္ခဲ့လဲ။   ၄လံုး  ၅လံုး

보기 주인: 어서 오세요. ၾကိဳဆိုပါတယ္။ 

손님: 사과 있어요? ပန္းသီး ရိွလား။

주인: 네, 있어요. ဟုတ္ကဲ့ ရိွပါတယ္။

손님: 얼마예요? ဘယ္ေလာက္လဲ။ 

주인: 천 원이에요. တစ္ေထာင္ပါ။ 

손님: 다섯 개 주세요. ငါးလုံး ေပးပါ။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အတုိင္း သူငယ္ခ်င္းနဲ႔ ေျပာၾကည့္ၾကည့္ပါ။ 

ဥပမာေပးထားတာကို နားလည္ပါသလား။ ေအာက္ပါ ေမးခြန္းမ်ားကို ေသခ်ာစြာ ေျဖဆိုပါ။ 

정답    (1) 사과   (2) 1,000원    (3) 5개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퀴즈 ဥာဏ္စမ္းေမးခြန္း 

✚ 이것은 무엇일까요? ဒါ ဘာလဲ။

   ① 겉은 초록색이에요. အျပင္က အစိမ္းေရာင္ပါ။

   ② 안은 빨간색이에요. အတြင္းက အနီေရာင္ပါ။

   ③ 줄무늬가 있어요. အစင္းေၾကာင္းေတြ ရိွပါတယ္။

   ④ 여름 과일이에요. ေႏြရာသီ အသီးျဖစ္ပါတယ္။

정답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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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အ၀တ္အစား

치마
စကတ္

바지
ေဘာင္းဘီ

티셔츠
တီရွပ္

잠바
ဂ်ာကင္အက်ႌ

운동화
ေ၀ါ့ကင္းရွဴး

구두
ရွဴးဖိနပ္

슬리퍼
ကြင္းထုိးဖိနပ္

장화
ဘိုဖိနပ္အရွည္

양말
ေျခအိတ္

장갑
လက္အိတ္

목도리
မာဖလာ

모자
ဦးထုပ္

넥타이
လည္စီး

가방
အိတ္

안경
မ်က္မွန္

선글라스
ေနကာမ်က္မွန္

입다 ၀တ္သည္

신다 စီးသည္

신다

매다

끼다

메다

하다

쓰다

쓰다

쓰다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မးခြန္း ၁နဲ႔ ၂မွာ သစ္သီးနဲ႔ စားေသာက္ကုန္ေတြနဲ႔ ပတ္သက္တဲ့ ေ၀ါဟာရေမးခြန္းေတြပါ။ ေမးခြန္း 
၃ကေတာ့ ေခါက္ဆြဲထုပ္ အေရအတြက္နဲ႔ ပတ္သက္တဲ့ ေမးခြန္းပါ။ ေသခ်ာစြာ နားေထာင္ျပီး 
ဆက္စပ္မႈရိွတဲ့ ပံုကို ေရြးေပးပါ။ 

ေသခ်ာစြာ နားေထာင္ျပီး ဆက္စပ္မႈရိွေသာ ပံုကုိ ေရြးေပးပါ။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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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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예요. ② 5개 주세요. 

 ③ 1000원이에요. ④ 사과가 많아요.

5.  ① 우유예요. ② 우유 주세요.  

 ③ 여기 있어요. ④ 여기에서 마셔요.

Track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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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ပးပါ။ ေမးခြန္းကို နားမေထာင္မီ ၀ါက်ကို ေသခ်ာစြာ ဖတ္ပါ။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사과예요.  ② 5개 주세요.

 ③ 1000원이에요.  ④ 사과가 많아요.

5.  ① 우유예요.  ② 우유 주세요.

 ③ 여기 있어요.  ④ 여기에서 마셔요.

Track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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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1. 남: 수박 ဖရဲသီး 

2. 여: 물 ေရ 

3. 남: 라면 두 개 ေခါက္ဆဲြ ၂ထုပ္ 

4. 여: 이 사과 얼마예요? ဒီ ပန္းသီး ဘယ္ေလာက္လဲ။ 

5. 남: 뭘 드릴까요? ဘာ အလုိရိွပါသ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③  5. ②

정답  1. ④  2. ①

1.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ဆက္ႏြယ္မႈ ရွိေသာ ပံုကုိ ေရြးပါ။ 

 ①         ②     

 

 ③         ④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င့္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ပါ။ 

 ① 네, 넣어 주세요.       ② 네, 봉투에 넣었어요.

    ③ 아니요, 깎아 주세요.        ④ 아니요, 봉투가 싸요. 

1. 남: 사과 두 개하고 주스 세 잔 주세요. ပန္းသီး ၂လုံးႏွင့္ ေဖ်ာ္ရည္ သုံးခြက္ ေပးပါ။ 

2. 남: 봉투에 넣어 드릴까요? အိတ္နဲ႔ ထည့္ေပးရမ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34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11 ပန္းသီး ငါးလံုး ေပးပါ။  135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1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စကားလုံး သုိ႔မဟုတ ္၀ါက်ကုိ ေရြးေပး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

3.

① 돈  ② 물

③ 주스  ④ 카드

① 포도  ② 수박

③ 사과  ④ 오렌지

① 싸요.  ② 비싸요.

③ 있어요.  ④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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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돈 ② 물 

 ③ 주스  ④ 카드

2.  ① 포도 ② 수박

 ③ 사과  ④ 오렌지

3.  ① 싸요. ② 비싸요.

 ③ 있어요. ④ 없어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이 오렌지  예요?

 나: 이천 원이에요.

① 얼마  ② 누구  ③ 어디 ④ 언제

5. 가: 이 운동화는 오만 오천 원이에요.

 나: 좀 비싸요. .

 가: 알았어요. 오만 원 주세요.

① 넣어 주세요          ② 바꿔 주세요        ③ 깎아 주세요          ④ 포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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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 2 Sore.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သာ စကားလုံးကို ေရြးျဖည့္ပါ။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이 오렌지                          예요? ဒီ လိေမၼာ္သီး ဘယ္ေလာက္လဲ။ 

나: 이천 원이에요. ၀မ္ ၂၀၀၀ပါ။ 

     ① 얼마  ② 누구  ③ 어디  ④ 언제

5.

 

가: 이 운동화는 오만 오천 원이에요. ဒီ ေ၀ါ့ကင္းရွဴး ငါးေသာင္းငါးေထာင္ပါ။ 

나:  좀 비싸요.                           . နည္းနည္း ေစ်းၾကီးတယ္။ ေလွ်ာ့ေပးပါ။ 

가: 알았어요. 오만 원 주세요. ေကာင္းျပီ။ ငါးေသာင္းပဲ ေပးပါ။ 

     ① 넣어 주세요  ② 바꿔 주세요  ③ 깎아 주세요  ④ 포장해 주세요

ေမးခြန္း ၁ကေတာ့ ပိုက္ဆံ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ကို ေရြးေပးရမွာပါ။ ေမးခြန္း ၂မွာေတာ့ 
သစ္သီးန႔ဲ ပတ္သက္တဲ့ ေ၀ါဟာရေတြ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၃ကေတာ့ ပုံန႔ဲ သင့္ေတာ္တဲ့ 
စကားလံုးကို ေရြးေပးရမွာပါ။ 

ေစ်း၀ယ္တဲ့ အခါ သံုးေသာ အသံုးအႏႈန္းမ်ားနဲ ့ပတ္သက္တဲ့ ေမးခြန္းမ်ား ျဖစ္ပါတယ္။ မေျဖခင္ 
ေလ့လာထားတာေတြ ျပန္စဥ္းစားျပီးမွ ေျဖပါ။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①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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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표현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ပါ။ 

1.  ① 지갑 ② 통장

  ③ 현금 ④ 카드 

2.  ① 수박이 한 통 있어요. ② 수박이 두 통 있어요.

  ③ 수박이 한 병 있어요. ④ 수박이 두 병 있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3.

 
가: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ဆးဆိုင္ ဘယ္မွာ ရွိလဲ။
나:                                    . 

 ① 병원 옆에 있어요   ② 병원 앞에 있어요 

 ③ 은행 옆에 있어요   ④ 우체국 뒤에 있어요

4.

 

가: 이 옷이 좀 작아요. ဒီအက်ႌ နည္းနည္း ေသးတယ္။
나: 그럼 바꿔 드릴까요? ဒါဆုိ လဲေပးရမလား။
가: 네,                                    . 

 ① 넣어 주세요  ② 교환해 주세요

 ③ 환불해 주세요  ④ 포장해 주세요

5.

 

가: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ၾကိဳဆုိပါတယ္။ ဘာ အလုိရွိပါသလဲ။ 
나: 이 오렌지 얼마예요? ဒီ လိေမၼာ္သီး ဘယ္ေလာက္လဲ။
가:   그건 천 원이고 이건 천오백 원이에요.  

အဲဒါက တစ္ေထာင္ျဖစ္ျပီးေတာ့ ဒီဟာက ေထာင့္ငါးရာ ဝမ္ျဖစ္ပါတယ္။

나: 그럼,                                     

 ① 모두 얼마예요?  ② 몇 개 드릴까요?

 ③ 이거 다섯 개 주세요. ④ 사과 다섯 개 주세요.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정답   1. ③  2. ②  3. ①  4. ②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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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အန္းက ဘဏ္ရဲ႕ေနရာကိုေမးေန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투안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ဒီအေဆာက္အဦမွာ ဘဏ္ရိွလား။ 

여자	 네,	있어요.	
 ဟုတ္ကဲ့၊ ရိွပါတယ္။

투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ဘဏ္က ဘယ္မွာ ရိွတာလဲ။ 

여자	 지하	1층에	있어요.	
 ေျမေအာက္ ၁လႊာမွာရိွပါတယ္။ 
 	 지하로	내려가세요.
 ေျမေအာက္သုိ႔ ဆင္းသြားပါ။ 

N이/가 어디에 있어요? 
N က ဘယ္မွာ ရွိသလဲ။
အရပ္မ်က္နွာကုိေမးတဲ႕အခါသံုးတယ္။ 
‘N이 어디에 있어요?’ ကေတာ့ 
နာမ္ရဲ႕ေနာက္ဆုံးစာလုံးမွာ အသတ္ပါရင္ 
သုံးၿပီး ‘N가 어디에 있어요?’ ကေတာ့ နာမ္ရဲ႕ 
ေနာက္ဆုံးစာလုံးမွာ အသတ္မပါရင္ သုံးတယ္။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ဆးရံုက ဘယ္မွာ ရိွလဲ။ 

지하 ေျမေအာက္

·은행이 지하에 있어요?

 ဘဏ္ကေျမေအာက္မွာ ရိွတယ္။ 

·식당이 지하 1층에 있어요?

   စားေသာက္ဆုိင္က ေျမေအာက္ 

၁လႊာမွာ ရိွလား။ 

12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ဆးရံုေဘးမွာ ေဆးဆိုင္ ရိွတယ္။ 

1.	투안	씨는	어디에	가요?	ထူအန္းက ဘယ္ကို သြားလဲ။

2.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ဘဏ္က ဘယ္မွာ ရိွတာ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은행에 가요.  2. 지하에 있어요./지하 1층에 있어요.

138  12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2 ေဆးရံုေဘးမွာ ေဆးဆိုင္ ရိွတယ္။  139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နရာနွင့္ လမ္းရွာျခင္း။ 
□သဒၵါ  -(으)세요,	(으)로

□ေဝါဟာရ  ေရြ႕လ်ားမႈျပ ၾကိယာမ်ား၊ တည္ေနရာႏွင့္ ဦးတည္ရာ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လ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40



ကိုရီးယားလို ေရြ႕လ်ားမႈျပၾကိယာေတြကိုေလ့လာၾကည့္ရေအာင္။

   12과_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95

어휘 1  이동 동사 Locomotive verbs

문법 1 -(으)세요

동사 뒤에 붙어서 명령이나 요청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세요

1)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나: 건물 밖에 있어요. 저쪽으로 나가세요.

2) 가: 투안 씨, 빨리 오세요.

나: 네,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3) 가: 여기 자리 있어요?

나: 네, 앉으세요.

-(으)세요 is an imperative ending which is used to give 
a command or instruction to someone.
-세요 is added when the fi nal consonant is ㄹ or does 
not have a final consonant, while -으세요 is added 
when the fi nal consonant is other than ㄹ.

내려가다 내려오다 올라가다 올라오다
to go down to come down to go up to come up

나가다 나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to go out to come out to enter/go in to come in

to return/go back to return/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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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다
ဆင္းသြားသည္။ 

내려오다
ဆင္းလာသည္။ 

올라가다
တက္သြားသည္။ 

올라오다
တက္လာသည္။ 

나가다
ထြက္သြားသည္။ 

나오다
ထြက္လာသည္။ 

들어가다
ဝင္သြားသည္။ 

들어오다
ဝင္လာသည္။ 

돌아가다 
ျပန္သြားသည္။ 

돌아오다
ျပန္လာသည္။ 

• 옥상에 올라가면 카페가 있어요. 
 ေလသာေဆာင္ကုိ တက္သြားရင္ ကဖီး ရိွတယ္။ 
• 잠깐 나가 주세요. ခဏေလာက္ ထြက္သြားေပးပါ။ 

• 내일 고향에 돌아가요. 
 မနက္ျဖန္ ေမြးရပ္ေျမကုိ ျပန္သြားမယ္။
• 3월에 동생이 미국에서 돌아와요. 
 ၃လပိုင္းမွာ ညီမေလးက အေမရိကားမွ ျပန္လာမယ္။ 

9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세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나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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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세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나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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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세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나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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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세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나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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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 내려가다㉡ 들어가다 ㉣ 올라가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ဝါဟာရႏွင့္ ဆက္ေပးပါ။ 

① ③②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အာက္ပါစာေၾကာင္းမ်ားကိုျဖည့္စြက္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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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이동 동사 ေရြ႕လ်ားမႈျပ ၾကိယာ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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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ဒီ အေဆာက္အဦမွာ ေဆးဆုိင္ရိွလား။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မေအာက္ ၁လႊာမွာ ရိွတယ္။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ဟုိဘက္ကေန ဆင္းသြားပါ။ 

တစ္စံုတစ္ေယာက္ကို အမိန္႔ေပးတာပဲျဖစ္ျဖစ္ တစ္ခုခုကို ေတာင္းဆိုတဲ့အခါမွာ သံုးပါတယ္။ ၾကိယာနဲ႔ပဲ 
တဲြသံုးလုိ႔ရပါတယ္။

자음 (ဗ်ည္း) → -으세요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세요

읽다 → 읽으세요
기다리다 → 기다리세요

만들다 → 만드세요

· 여기에 앉으세요.  ဒီမွာ ထုိင္ပါ။
· 투안 씨, 빨리 오세요.  ေမာင္ေမာင္၊ ျမန္ျမန္ လာပါ။
· 잠깐만 기다리세요.  ခဏေလးပဲ ေစာင့္ပါ။

ပံုကုိ ၾကည့္ၿပီး ဥပမာထဲကအတိုင္း ‘-(으)세요’ ကုိ သုံးၿ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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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세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나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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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세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나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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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세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으)세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ဝါက်ေတြကို ျပီးေအာင္ ေရးျဖည့္ၾကည့္ရေအာင္။ 

정답   1) 올라가세요  2) 올라가세요  3) 나가세요

12 ေဆးရံုေဘးမွာ ေဆးဆိုင္ ရိွတယ္။  141

문법 1  သဒၵါ ၁ -(으)세요 G12-1 

 ‘-(으)세요’ ႏွင့္ ‘-아/어 주세요’

‘-(으)세요’ vs. ‘-아/어 주세요’ (ၾကိယာ) ‘ပါ’။ (ၾကိယာ) ‘ေပးပါ’ ကေတာ့ တစ္ခုခုကို ေတာင္းဆိုတာ၊ အမိန္႕ေပးတဲ့ 
အခါမွာ သံုးပါတယ္။ ‘-(으)세요’ (ၾကိယာ) ‘ပါ’ ကေတာ့ တစ္ခုခုကို အမိန္႕ေပးတဲ့ အခါမွာ အသံုးမ်ားၿပီး၊ ‘-아/어 주세

요’ ကေတာ့ တစ္ခုခုကို ေတာင္းဆိုတဲ့ အခါမွာ သံုးပါတယ္။ 

·창문을 닫으세요. (အမိန္႕) ·창문을 닫아 주세요. (ေတာင္းဆို)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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ဆူရူက ေဆးဆိုင္ရွာေန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근처 အနီးအနား 

· 우리 집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ငါတို႔ အိမ္ နားမွာ ဘဏ္ရိွတယ္။ 
· 영화관 근처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ရုပ္ရွင္ရံုနားမွာ သူငယ္ခ်င္းကုိ 

ေတြ႕ခဲ့တယ္။ 

수루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ဒီ အနီးအနားမွာ ေဆးဆိုင္ရိွလား။ 

남자 네, 있어요.
 ဟုတ္ကဲ့၊ ရိွပါတယ္။

수루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ဆးဆိုင္က ဘယ္မွာ ရိွတာလဲ၊ 

남자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ဟုိ လမ္းေလးခြဆုံမွ ညာဘက္သုိ႔ သြားပါ။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အဲဒါဆုိရင္ ေဆးရံုေဘးမွာ ေဆးဆုိင္ ရိွတယ္။ 

그러면 အဲဒါဆုိရင္
အဲဒါဆုိရင္ ေရွ႕ဝါက်က 

ေနာက္ဝါက်ရဲ႕ 
အေၾကာင္းျပခ်က္ျဖစ္ျခင္းကုိ 
ေဖာ္ျပတဲ့အခါမွာ သုံးတယ္။

· 1층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식당이 있어요.

၁လႊာသုိ႔ ဆင္းလာပါ။ အဲဒါဆုိ 
စားေသာက္ဆုိင္ ရိွတယ္။ 

앞으로 가세요.

ေရွ႕သုိ႔ သြားပါ။ 
뒤로 가세요.

ေနာက္သုိ႔ သြားပါ။ 
오른쪽으로 가세요.

ညာဘက္သုိ႕ သြားပါ။ 

왼쪽으로 가세요.

ဘယ္ဘက္သုိ႔ 
သြားပါ 

위로 올라가세요.

အေပၚသုိ႔ 
တက္လာပါ။ 

아래로 내려가세요.

ေအာက္သို႔ 
ဆင္းသြားပါ။ 

정답   1. 약국에 가요.  2. 병원 옆에 있어요.

1. 수루 씨는 어디에 가요?  ဆူရူက ဘယ္ကုိ သြားလဲ။ 

2. 약국은 어디에 있어요?  ေဆးဆိုင္က ဘယ္မွာ ရိွတာ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Tip 표지판 ဆုိင္းဘု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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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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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နရာနွင့္ အရပ္မ်က္နွာနဲ႕ ပတ္သက္ေသာ ေဝါဟာရမ်ားကိုရွာ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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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위치와 방향 Locations and directions

문법 2 (으)로

명사 뒤에 붙어서 뒤에 오는 이동 동사의 방향을 나타낸다.

명사가 모음이나 자음 ‘ㄹ’로 끝날 때: 로

명사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날 때: 으로

1) 가: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나: 사무실 옆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2) 가: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나: 2층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세요.

3) 가: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나: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로 가세요.

위 아래 앞 뒤
on top of bottom front back

안 밖 오른쪽 왼쪽

건너편(맞은편) 옆 사이 가운데(중간)

in out right left

across the street next to between in the middle

(으)로 is attached to a noun, expresses a direction of a 
locomotive verb that follows (으)로.
When a noun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로 is used.
When a noun ends in the fi nal consonant other than ㄹ, 
으로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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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အေပၚ 

아래
ေအာက္

앞
ေရွ႕ 

뒤
ေနာက္

안
အထဲ/အတြင္း 

밖
အျပင္ 

오른쪽
ညာဘက္ 

왼쪽
ဘယ္ဘက္ 

건너편(맞은편)
လမ္း တစ္ဖက္ျခမ္း 

(မ်က္နွာခ်င္းဆုိင္ဘက္ျခမ္း)

옆 
ေဘး 

사이
အၾကား 

가운데(중간)
အလယ္(စပ္ၾကား)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ၿပီး(ဥပမာ)လုိမ်ိဳး စာေၾကာင္းျဖည့္စြက္ပါ။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လြယ္အိတ္က ထိုင္ခံု အေပၚမွာ ရိွတယ္။ 

1)

2)

3)

4)

차가 회사                      에 있어요.

차가 회사                      에 있어요.

약국이 백화점                      에 있어요.

약국이 식당                      에 있어요.

   12과_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99

연습 2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sentence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으)로.’

보기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보기

앞으로 가세요.

1)

2)

3)

4)

1)

3)

5)

2)

4)

차가 회사 에 있어요.

  가세요.   가세요.

차가 회사 에 있어요.

  가세요.   올라가세요.

약국이 백화점 에 있어요.

  내려가세요.

약국이 식당 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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သင္ယူထားေသာ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ၿပီး ေအာက္ပါေမးခြန္းမ်ား ေျဖဆိုပါ။ 

정답   1) 앞     2) 뒤     3) 안     4) 옆/오른쪽

142  12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어휘 2  စကားေျပာ ၂ 위치와 방향 ေနရာနွင့္ လား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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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သို႕ နာမ္နဲ႕ တြဲၿပီး ေရြ႕လ်ားမႈရဲ႕ ဦးတည္ရာ၊ ပန္းတိုင္ကိုေဖာ္ျပတယ္။

자음 (ဗ်ည္း) → 으로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로

한국 → 한국으로
위 → 위로

서울 → 서울로

· 가: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အိမ္သာ ဘယ္မွာ ရိွလဲ။
    나: 사무실 옆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ရံုးခန္း ေဘးမွာ ရိွတယ္။ ညာဘက္သုိ႕ သြားပါ။

· 가: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ဆးဆိုင္ ဘယ္မွာ ရိွလဲ။
    나: 2층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세요. ၂ လႊာမွာ ရိွတယ္။ အေပၚသို႔ တက္သြားပါ။

ပံုကုိ ၾကည့္ၿပီး (ဥပမာ)လုိမ်ိဳး ‘(으)로’ ကုိ သုံးၿပီး စာေၾကာင္း ျဖည့္စြက္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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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sentence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으)로.’

보기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보기

앞으로 가세요.

1)

2)

3)

4)

1)

3)

5)

2)

4)

차가 회사 에 있어요.

  가세요.   가세요.

차가 회사 에 있어요.

  가세요.   올라가세요.

약국이 백화점 에 있어요.

  내려가세요.

약국이 식당 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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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2)

4)

                 가세요.

                 가세요.

                 내려가세요.

                 가세요.

                 올라가세요.

‘(으)로’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ဝါက်ေတြကို ျပီးေအာင္ ေရးျဖည့္ၾကည့္ရေအာင္။ 

보기

앞으로 가세요. ေရွ႕သုိ႕သြားပါ။

정답   1) 뒤로  2) 오른쪽으로  3) 왼쪽으로  4) 위로  5)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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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2  သဒၵါ ၂ (으)로 G12-2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먼저	들어가세요.	အရင္ျပန္နွင့္ပါ။ 

가: 퇴근 시간인데 집에 안 가요? အလုပ္ျပန္ခ်ိန္ ေရာက္ေနၿပီကို အိမ္ မျပန္ေသးဘူးလား။
나:   네,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공구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ဟုတ္ကဲ့။ အရင္ျပန္ႏွင့္ပါ။ ကြ်န္ေတာ္ကေတာ့ ပစၥည္းေလးေတြ နည္းနည္း သိမ္းၿပီးမွ ျပန္ပါ ့မ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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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ဆးဆိုင္က ဘယ္မွာ ရိွလဲ။ 

나: 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ဒီ လမ္းေလးခြဆံုမွ ညာဘက္သုိ႔ သြားပါ။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အဲဒါဆုိရင္ ေဆးရံုေဘးမွာ ေဆးဆုိင္ ရိွတယ္။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ပံုကုိ ၾကည့္ၿပီး(ဥပမာ)လုိမ်ိဳး သူငယ္ခ်င္းႏွင့္ စကားေျပာၾကည့္ပါ။

✚ 알맞은 말에 하세요. မွန္ကန္ေသာ စကားမွာ အမွန္ျခစ္ ျခစ္ေပးပါ။

(1) 은행 옆에  약국이 있어요.   우체국이 있어요.

(2) 약국 옆에  병원이 있어요.   마트가 있어요.

(3) 병원 건너편에  은행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100   한국어 표준교재

보기

활동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a conversation with your friends.

가: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나: 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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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မး္ျပေျမပံုကိုၾကည့္ၿပီး ေမးခြန္းေလးေတြ ေျဖပါ။ 

정답   (1) 우체국이 있어요. (2) 병원이 있어요. (3) 은행이 있어요.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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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လမ္းမ်ား 

   12과_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01

정보 길거리 Streets

육교
pedestrian overpass

신호등
traffi  c lights

횡단보도
crossway

이정표
road sign

도로
road

길
street

골목
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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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လမ္းညႊန္ဆုိင္းဘုတ္ 

길
လမ္း 

골목
လမ္းၾကား 도로

လမ္းမၾကီး 

신호등
မီးပိြဳင့္ 

육교
ကုန္းေက်ာ္တံတား 

횡단보도
လူကူးမ်ဥ္းၾကား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သာ အေျဖမွန္ကုိ ေရြးပါ။ 
[4~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ဘဏ္က ဘယ္မွာ ရိွတာလဲ။ 
 ① 1층  ② 2층

 ③ 지하 1층  ④ 지하 2층

5.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ဆးခန္းက ဘယ္မွာ ရိွတာလဲ။ 
 ① 병원 뒤  ② 병원 옆

 ③ 병원 안  ④ 병원 위

ေမးခြန္း ၁နဲ႕ ၂ က ေနရာနဲ႕ သက္ဆိုင္တဲ့ ေဝါဟာရေတြကို ေရြးရမွာျဖစ္ပါတယ္။ ေမးခြန္း ၃ကေတာ့ 
လုွပ္ရွားမုွဆိုင္ရာ ၾကိယာကို ေရြးရမွာျဖစ္ပါတယ္။ေသခ်ာနားေထာင္ၿပီးအေျဖမွန္ ေရြးပါ။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လုိက္တာကုိ ေရြးပါ။ 

1.  ① 위  ② 옆  ③ 안  ④ 앞

2. ① 사이  ② 왼쪽  ③ 아래  ④ 중간

3.  ① 내려가세요  ② 돌아가세요  ③ 올라가세요  ④ 들어가세요

Track 42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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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1. 여: 앞 အေရွ႕ 

2. 남: 왼쪽 ဘယ္ဘက္ 

3. 여: 들어가세요. ဝင္သြားပါ။

4. 남: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ဘဏ္က ဘယ္မွာရွိတာလဲ။ 

 여: 지하 1층에 있어요. ေျမညိီထပ္မွာရွိတယ္။

5. 남: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ဆးဆုိင္က ဘယ္မွာ ရွိတာလဲ။ 

 여: 병원 옆에 있어요. ေဆးရုံ ေဘးမွာ ရွိတယ္။

듣기 대본  စာသား 

1. 남: 올라가세요. တက္သြားပါ။ 

2. 남: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စာတုိက္က ဘယ္မွာ ရွိတာလဲ။ 

 여: 경찰서 뒤에 있어요. ရဲစခန္း ေနာက္မွာ ရိွ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③  5. ②

정답   1. ④   2. ①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တာကုိ ေရြးပါ။ 

 ① 내려가세요.                 ② 들어가세요.          ③ 돌아가세요.               ④ 올라가세요.

2. 우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စာတုိက္က ဘယ္မွာ ရိွတာလဲ။ မွန္တာကုိေရြးပါ။ 

 ① 경찰서 뒤에 있어요.       ② 경찰서 앞에 있어요.

    ③ 경찰서 옆에 있어요.      ④ 경찰서 안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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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2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덕분이에요.	ေက်းဇူးေၾကာင့္ပါ။ 

가: 일을 아주 잘 하네요. အလုပ္ အရမ္း ေတာ္တယ္ေနာ္။ 
나: 과장님 덕분이에요. ဌာနမွဴးေက်းဇူးေၾကာင့္ပါ။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တဲ့ စာေၾကာင္း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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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뒤로 가세요.  ② 앞으로 가세요. 

 ③ 옆으로 가세요. ④ 사이로 가세요.

2.  ① 가운데로 가세요. ② 왼쪽으로 가세요.

 ③ 오른쪽으로 가세요.   ④ 건너편으로 가세요.

3.  ① 위로 올라가세요. ② 위로 내려가세요.

 ③ 아래로 올라가세요. ④ 아래로 내려가세요.

[4~5]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나: .

 ① 1층에 있어요   ② 2층에 있어요 

 ③ 지하 1층에 있어요   ④ 지하 2층에 있어요

5.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

 ① 네,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② 네, 없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③ 아니요,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④ 아니요, 없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커피숍

편의점

은행

약국

옷 가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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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뒤로 가세요.  ② 앞으로 가세요. 

 ③ 옆으로 가세요. ④ 사이로 가세요.

2.  ① 가운데로 가세요. ② 왼쪽으로 가세요.

 ③ 오른쪽으로 가세요.   ④ 건너편으로 가세요.

3.  ① 위로 올라가세요. ② 위로 내려가세요.

 ③ 아래로 올라가세요. ④ 아래로 내려가세요.

[4~5]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나: .

 ① 1층에 있어요   ② 2층에 있어요 

 ③ 지하 1층에 있어요   ④ 지하 2층에 있어요

5.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

 ① 네,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② 네, 없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③ 아니요,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④ 아니요, 없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커피숍

편의점

은행

약국

옷 가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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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

3.

① 뒤로 가세요.  ② 앞으로 가세요.

③ 옆으로 가세요.  ④ 사이로 가세요.

① 가운데로 가세요.  ② 왼쪽으로 가세요.

③ 오른쪽으로 가세요.  ④ 건너편으로 가세요.

① 위로 올라가세요.  ② 위로 내려가세요.

③ 아래로 올라가세요.  ④ 아래로 내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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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

 ① 네,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② 네, 없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③ 아니요,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④ 아니요, 없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커피숍

편의점

은행

약국

옷 가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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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 ပုံကုိၾကည့္ၿပီိး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4~5]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စားေသာက္ဆုိင္ ဘယ္မွာ ရိွလဲ။ 

나:                                      . 

 ① 1층에 있어요  ② 2층에 있어요

 ③ 지하 1층에 있어요  ④ 지하 2층에 있어요

5.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ဒီအေဆာက္အဦမွာ စာတုိက္ ရိွလား။

나:                                        . 

 ① 네,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② 네, 없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③ 아니요,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④ 아니요, 없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မးခြန္း ၁ကေန ၃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စာေၾကာင္းနဲ႕ သင့္ေတာ္ေသာ 
အေျဖကိုေရြးေပးရမွာျဖစ္ပါတယ္။ ပံုအတြက္ အေျဖမွန္ကိုေရြးပါ။ 

ေမးခြန္း ၄နဲ႕ ၅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သင္ယူထားတာေတြကို ျပန္လည္စဥ္းစားၿပီး ေမးခြန္းမ်ား ေျဖပါ။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③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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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표현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၀ါက်ကုိ ေရြးေပးပါ။  

1.  ① 뒤로 가세요. ② 왼쪽으로 가세요. 

  ③ 앞으로 가세요. ④ 오른쪽으로 가세요. 

2.  ① 올라가세요.  ② 내려가세요. 

  ③ 옆으로 가세요.  ④ 앞으로 가세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တြင္ အသင့္ေတာ္ဆုံး အေျဖကုိ ေရြးထည့္ေပးပါ။ 

3.

 
가: 서점이 어디에 있어요? စာအုပ္ဆိုင္က ဘယ္မွာ ရိွလဲ။ 

나:                                              .

 ① 꽃집 옆에 있어요  ② 편의점 옆에 있어요

 ③ 빵집 뒤에 있어요  ④ 우체국 아래에 있어요

4.

 
어제 시장에서 운동화를 샀어요. 그런데 조금 비싸서 값을                                   .

မေန႕က ေစ်းမွ အားကစား ဖိနပ္ ဝယ္ခဲ့တယ္။ ဒါေပမဲ့ နည္းနည္း ေစ်းၾကီးလုိ႕ ေစ်း ဆစ္ခဲ့တယ္။ 

 ① 줬어요  ② 깎았어요

 ③ 넣었어요  ④ 바꿨어요

5.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는              이/가 참 좋습니다. 기숙사 내에 세탁실도 있고 방마다 

샤워실도 있습니다.    

ကြ်န္ေတာ္ ေနေနတဲ့အေဆာင္ကေတာ့ ရႈခင္းက အရမ္းလွတယ္။ အေဆာင္အတြင္းမွာ အဝတ္ေလွ်ာ္ခန္းလည္းရိွၿပီး 
အခန္းတုိင္းမွာေရခ်ိဳးခန္းလည္း ရိွတယ္။

 ① 경치 ② 이웃 

 ③ 시설 ④ 교통

   12과_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97

대화 2

수  루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남  자 네, 있어요.
 Yes, there is.

수  루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it?

남  자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Turn right at that interaction.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Then, there is a pharmacy next to the hospital.

표지판  SignsTip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래로 내려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go forward

왼쪽으로 가세요.
go left

뒤로 가세요.
go backward

위로 올라가세요.
go up

go right

go down

Track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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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병원 꽃집

편의점

빵집 서점

정답   1.  ②  2. ①  3. ①  4. ②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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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네, 시간이 있어요./네, 시간이 괜찮아요.   2. 수루 씨하고 같이 영화를 봐요.

13

1.	수루	씨는	내일	시간이	있어요?	ဆူရူက မနက္ျဖန္ အခ်ိန္ရိွလား။

2.	투안	씨는	내일	뭐	해요?	ထူအန္းက မနက္ျဖန္ ဘာလုပ္မလဲ။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ၿမိဳ႕ေတာ္ခန္းမ ေရွ႕မွာ ၇ နာရီ ေတြ႕မယ္။

ထူအန္းႏွင့္ ဆူရူက ေတြ႕ဖို႕ ခ်ိန္းဆိုေနၾက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투안	 수루	씨,	내일	시간	있어요?
 ဆူရူ၊ မနက္ျဖန္ အခ်ိန္ရိွလား။ 

수루	 네,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왜요?
	 ဟုတ္ကဲ့ အခ်ိန္ရပါတယ္။ ဒါနဲ႕ ဘာျဖစ္လုိ႔လဲဟင္။ 

투안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ငါတို႕ အတူတူ ရုပ္ရွင္သြားၾကည့္မလား။

수루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အိုေကေလ၊ အတူတူ ရုပ္ရွင္ ၾကည့္မယ္။

	 무슨	영화	볼까요?
 ဘာရုပ္ရွင္ ၾကည့္မလဲ။ 

투안	 다	좋아요.	수루	씨는	뭐	보고	싶어요?
	 အကုန္ၾကိဳက္တယ္။ ဆူရူေကာ ဘာၾကည့္ခ်င္လဲ။ 

수루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ဟာသရုပ္ရွင္ ၾကည့္ခ်င္တယ္။ 

무슨 N ဘာ နာမ္
N ရဲ႕ အေရွ႕မွာ ထားျပီး ဘာ N 
လဲလို႔ ေမးတဲ့အခါမွာ သုံးတယ္။
·무슨 음식을 잘 만들어요?   ဘာအစားအစာကုိ ေကာင္းကာင္း ျပဳ လုပ္တတ္လဲ။ 

그런데 왜요? ဒါနဲ႕ ဘာျဖစ္လုိ႔လဲ။

တစ္စံုတစ္ေယာက္ရဲ႕ေမးခြန္းကုိေျဖၿပီး 

ဘာေၾကာင့္ေမးသလဲကုိ  

သိခ်င္ရင္သုံးတယ္။။

·내일은 바빠요. 그런데 왜요?

   မနက္ျဖန္ေတာ့ မအားဘူး။ ဒါနဲ႕ 

ဘာျဖစ္လုိ႔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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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တြ႕မယ့္အခ် ိန္နဲ႕ ေနရာကို သတ္မွတ္ျခင္း။
□သဒၵါ  -고	싶다,	-(으)ㄹ까요

□ေဝါဟာရ  အေျခအေန ၁၊ အေျခအေန ၂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လူမ်ဳိးေတြ ႏႈတ္ဆက္တ့ဲ သေဘာနဲ႕ေျပာေသာ ခ်ိန္းဆုိျခ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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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고 싶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고 싶다.’

보기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영화를 보고 싶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재미있다

재미없다

바쁘다

한가하다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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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다 ㉢ 바쁘다㉡ 재미없다 ㉣ 한가하다

ပံုကို 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ဝၚဟာရနဲ႕ တြဲဆက္ေပးပါ။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① ③② ④

အေပၚက ေဝၚ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ပါ စာေၾကာင္းမ်ားကို ျဖည့္စြက္ပါ။

   13과_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105

어휘 1 상태 1 Stative verb 1

문법 1 -고 싶다

동사 뒤에 붙어서 희망을 나타낸다

1) 가: 내일 시간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나: 좋아요. 내일 만나요.

2)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영화를 보고 싶어요.

3) 가: 뭐 먹고 싶어요?

나: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고 싶다 is attached to a verb to 
indicate a wish or a hope.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다 약속(이) 있다 약속(이) 없다
to have time to not have time to have an appointment to not have an appointment

일이 많다 일이 적다 바쁘다 한가하다
to have a lot of work to not have much work busy free

재미있다 재미없다 좋다 괜찮다
interesting not interesting nice fi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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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있다
အခ်ိန္ရိွသည္။

시간(이) 없다
အခ်ိန္ မရိွပါ။

약속(이) 있다
ခ်ိန္းထားတာ ရိွသည္။ 

약속(이) 없다
ခ်ိန္းထားတာ မရိွပါ။

일이 많다
အလုပ္မ်ားသည္။ 

일이 적다
အလုပ္ပါးသည္။ 

바쁘다
အလုပ္မ်ားသည္။ 

한가하다
အားလပ္သည္။ 

재미있다
စိတ္ဝင္စားစရာေကာင္းသည္။ 

재미없다
စိတ္ဝင္စားစရာမေကာင္းပါ။ 

좋다
ေကာင္းသည္။ 

괜찮다
အဆင္ေျပသည္။

အေျခအေနကို ေဖာ္ျပေသာ ၾကိယာဝိေသသနမ်ားကို ေလ့လာၾကည့္ရေအာင္။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၀ါဟာရ ၁ 상태 1 အေၿခအေန 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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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뭐 하고 싶어요?  ဘာလုပ္ခ်င္လဲ။

나: 영화를 보고 싶어요.  ရုပ္ရွင္ၾကည့္ခ်င္တယ္။ 

10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고 싶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고 싶다.’

보기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영화를 보고 싶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재미있다

재미없다

바쁘다

한가하다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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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ၾကိယာနဲ႕တြဲၿပီး ေျပာသူရဲ႕ရည္မွန္းရာ၊ ေမွ်ာ္လင့္ခ်က္ကို ေဖာ္ျပတဲ့အခါ သံုးေသာ အသံုးျဖစ္ပါတယ္။ အေမး 
ပံုစံနဲ႕ဆုိလည္း နားေထာင္သူရဲ႕အလုိဆႏၵကုိ ေမးတဲ့အခါ သုံးပါတယ္။ ၾကိယာမွာ အသတ္ပါပါ မပါပါအေျပာင္းအလဲ 
မရိွ ‘-고 싶다’ ပဲ အတူတူ သံုးပါတယ္။ 

· 영화를 보고 싶어요.  ရုပ္ရွင္ ၾကည့္ခ်င္တယ္။ 
· 가: 뭐 먹고 싶어요?  ဘာ စားခ်င္လဲ။
  나: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ထမင္းသုပ္ စားခ်င္တယ္။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고	싶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3)

4)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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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고 싶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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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재미있다

재미없다

바쁘다

한가하다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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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 ကုိ သုံးၿပီး ဥပမာ ေပးထားသလုိ စကားေျပာမ်ားကုိ ျဖည့္စြက္ေပးပါ။. 

‘-고 싶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ဝါက်ေတြကို ျပီးေအာင္ ေရးျဖည့္ၾကည့္ရေအာင္။

정답   1) 노래하고 싶어요  2) 산책하고 싶어요 3) 쇼핑하고 싶어요 4)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문법 1  သဒၵါ ၁ -고 싶다 G13-1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내일	뵙겠습니다.	မနက္ျဖန္ေတြ႕ပါမယ္။ 

가: 지금 퇴근하세요? 조심해서 가요. အခု ရံုးဆင္းၿပီးလား။ သတိထားၿပီးသြားပါ။ 
나: 네, 반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ဟုတ္ကဲ့၊ ေခါင္းေဆာင္။ မနက္ျဖန္ ေတြ႔ပါမ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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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투  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Where shall we meet tomorrow?

수  루 시청 앞 어때요?
 How about infront of City Hall?

투  안 좋아요. 그러면 여섯 시쯤 만날까요?
 Sounds great. Should we meet about 6 o’clock?

수  루 여섯 시는 좀 빨라요. 일곱 시에 괜찮아요?
 6 o’clock is a bit early. What about 7 o’clock?

투  안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봐요.
 That’s fi ne. I will see you in front of City Hall tomorrow at seven.

관공서 Government and public offi  cesTip

도청 시청 구청

보건소

경찰서

주민센터소방서 출입국관리사무소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fi re station

city hall

immigration offi  ce

borough offi  ce

(public) health center

police station

community service 
center

Track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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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ပည္နယ္ရံုး 

소방서  

မီးသတ္ဌာ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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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ၿမိဳ႕ေတာ္ခန္းမ/ၿမိဳ႕ေတာ္ဝန္ရံုး  

출입국관리사무소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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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ၿမိဳ႕နယ္ရံုး 

보건소  

က်န္းမာေရး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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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ရဲစခန္း 

주민센터  

ရပ္ကြက္ရံုး 

1.	투안	씨하고	수루	씨는	어디에서	만나요?	ထူအန္းနဲ႕ ဆူရူတို႕ ဘယ္မွာ ေတြ႕မွာလဲ။

2.	두	사람은	몇	시에	만나요?	၂ေယာက္က ဘယ္နွနာရီမွာ ေတြ႕မွာလဲ။

Tip 관공서 အစိုးရရံုးဌာန 

ထူအန္းနဲ႕ ဆူရူတို႕ ခ်ိန္းဆိုမႈလုပ္ေန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투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ငါတို႕ မနက္ျဖန္ ဘယ္ေနရာမွာ ေတြ႕မလဲ။ 

수루	 시청	앞	어때요?
 ၿမိဳ႕ေတာ္ခန္းမေရွ႕ ဘယ္လုိလဲ။ 

투안	 좋아요.	그러면	여섯	시쯤	만날까요?
 ေကာင္းတယ္။ အဲဒါဆုိ ၆နာရီေလာက္ေတြ႕မလား။ 

수루	 여섯	시는	좀	빨라요.	
 ၆နာရီေတာ့ နည္းနည္း ေစာတယ္။ 
	 일곱	시에	괜찮아요?
 ၇နာရီ အဆင္ေျပလား။ 

투안	 네,	괜찮아요.	  ဟုတ္ကဲ႕၊ အဆင္ေျပတယ္။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봐요.
 ဒါဆုိ မနက္ျဖန္ ၿမိဳ႕ေတာ္ခန္းမ ေရွ႕မွာ ၇နာရီ ေတြ႕မယ္။ 

어때요? ဘယ္လိုလဲ။ 

တစ္စံုတစ္ေယာက္ရဲ႕အေျခအေန။ 

အၾကံဥာဏ္ကုိေမးတဲ့အခါသုံးတယ္။

· 이 구두 어때요?

 ဒီ ရွဴးဖိနပ္ ဘယ္လုိလဲ။ 

· 내일 여섯 시 어때요?

  မနက္ျဖန္ ၆နာရီ ဘယ္လုိလဲ။ 

정답   1. 시청 앞에서 만나요.  2. 일곱 시에 만나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44

N쯤 N ေလာက္ 

N နဲ႔ တြဲသုံးျပီး (ေလာက္)ဆိုတဲ့ အဓိပၸါယ္ 

ရွိသည္။

·주말쯤 만나서 같이 영화 볼까요?

   စေနတနဂၤေႏြေလာက္ ေတြ႔ျပီး  

အတူ ရုပ္ရွင္ ၾကည့္ၾကမလား။

·   12월 말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၁၂ လပိုင္း အကုန္ေလာက္  

ဇာတိကုိ ျပန္မလို႔ပါ။



154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13 ၿမိဳ႕ေတာ္ခန္းမ ေရွ႕မွာ ၇ နာရီ ေတြ႕မယ္။ 	155154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10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상태 2 Stative verb 2

문법 2 -(으)ㄹ까요

동사 뒤에 붙어서 제안할 때 쓰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까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까요

1) 가: 내일 같이 점심 먹을까요?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2) 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나: 회사 앞 어때요?

3) 가: 몇 시에 만날까요?

나: 7시에 만나요.

빠르다(이르다) 늦다 가깝다 멀다
early late close far

같다 다르다 간단하다 복잡하다
same diff erent simple complicated

편하다 불편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comfortable uncomfortable possible impossible

-(으)ㄹ까요 is attached to a verb to 
indicate a suggestion.
-ㄹ까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in the fi nal consonant ㄹ.
-을까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fi nal consonant other than ㄹ.

‘르’ 불규칙:   어간의 끝 음절 ‘르’가 모음을 만나면 받침 ‘ㄹ’이 삽입

되고 ‘으’는 탈락한다.    
르 irregular: when 르, the fi nal syllable in a stem 르 meets 
another vowel, 으 is dropped and ㄹ is added. 

예)   빠르(다) + 아요 = 빨라요

다르(다) + 아요 =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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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보기>처럼 ‘-(으)ㄹ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까요.’

보기 가: 오늘 같이 점심 먹을까요?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멀다

같다

다르다

가깝다

1)

2)

3)

4)

가: 저녁에 같이  ?    

나: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가: 오늘 몇 시에  ?    

나: 7시 어때요?

가: 지금 같이 커피 한잔  ?    

나: 미안해요. 지금 너무 바빠요.

가: 우리 내일 뭐  ?    

나: 같이 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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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 다르다㉡ 같다 ㉣ 가깝다

‘르’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빠르다(이르다)   
ျမန္သည္။(ေစာသည္)

늦다
ေနာက္က်သည္။ 

가깝다
နီးကပ္သည္။ 

멀다
ေဝးသည္။ 

같다   
တူသည္။

다르다
မတူညီကဲြျပားျခားနားသည္။ 

간단하다
ရိုးရွင္းသည္။ 

복잡하다
ရႈပ္ေထြးသည္။

편하다   
သက္ေတာင့္သက္သာရိွသည္။ 

불편하다
ကသိကေအာက္ျဖစ္သည္။ 

ေနရခက္သည္။

가능하다
ျဖစ္နိုင္သည္။ 

불가능하다
မျဖစ္နိုင္သည္။

ပံုကုိ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စာလုံးနဲ႕ ဆက္ေပးပါ။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① ③② ④

တခ်ိဳ႕ေသာ ဂုဏ္ရည္ျပၾကိယာေတြ ဘာကိုညႊန္ျပလဲဆိုတာ ၾကည့္ရေအာင္။ 

သင္ယူထားေသာ ေဝါဟာရမ်ားကို ျပန္လည္စဥ္းစားၿ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2  စကားေျပာ ၂ 상태 2 အေျခအေန 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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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န႔ဲ တြဲျပီးေတာ့ တစ္ဖက္သူကုိ တစ္ခုခုကုိ အၾကံျပဳတာပဲျဖစ္ျဖစ္ အတူလုပ္ၾကဖုိ႔ တိုက္တြန္းတဲ့အခါ သုံးပါတယ္။

자음 (ဗ်ည္း) → -을까요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ㄹ까요

읽다 → 읽을까요
사다 → 살까요

만들다 → 만들까요

· 가: 몇 시에 만날까요?  ဘယ္ႏွနာရီမွာ ေတြ႕မလဲ။  
 나: 7시에 만나요. ၇နာရီမွာ ေတြ႕မယ္။ 

· 가: 내일 같이 점심 먹을까요? မနက္ျဖန္ အတူတူ ေန႕လယ္စာ စားမလား။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ကာင္းသားပဲ၊ အတူတူ ေန႕လယ္စာ စားမယ္။

정답   1) 영화 볼까요  2) 만날까요  3) 마실까요  4) 할까요

정답   1. 갈까요  2. 공부할까요

နည္းနည္း ထပ္ေလ့လာၾကည့္ၾကမလား၊ ‘-(으)ㄹ까요’? ကို သံုးၿပီး စာေၾကာင္းမ်ားကို ျဖည့္စြက္ပါ။

1. 가: 저녁에 같이 시내에                               ?

 나: 좋아요. 같이 시내에 가요.

2. 가: 주말에 같이 한국어를                               ? 

 나: 좋아요. 같이 공부해요.

보기

2.			<보기>처럼	‘-(으)ㄹ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으)ㄹ까요’ကုိ သုံးၿပီး ဥပမာလုိမ်ိဳး စကားေျပာကို ျဖည့္စြက္ပါ။.

가: 오늘 같이 점심 먹을까요? ဒီေန႕ အတူတူ ေန႕လယ္စာ စားမလား။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ကာင္းတယ္။ အတူတူ ေန႕လယ္စာ စားမယ္။

1)  가: 저녁에 같이                                ?

 나: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2)  가: 오늘 몇 시에                                ?

 나: 7시 어때요?

3)  가: 지금 같이 커피 한잔                                ?

 나: 미안해요. 지금 너무 바빠요.

4)  가: 우리 내일 뭐                                ?

 나: 같이 운동해요.

‘-(으)ㄹ까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ဝါက်ေတြကို ျပီးေအာင္ ေရးျဖည့္ၾကည့္ရေအာင္။

문법 2  သဒၵါ ၂ -(으)ㄹ까요 G13-2 

 ‘-(으)ㄹ까요’ ႏွင့္ ‘-(으)ㄹ래요(14과)’

‘-(으)ㄹ래요’ နဲ႔ ‘-(으)ㄹ까요’ က နားေထာင္သူရဲ႕ ဆႏၵကို ေမးတ့ဲအခါမွာ သံုးပါတယ္။ ‘-(으)ㄹ래요’ ကေတာ့ 
ကုိယ့္ထက္ၾကီးသူကုိ ေမးလုိ႔ မရပါဘူး။ ‘-(으)ㄹ까요’ ကေတာ့ ရင္းႏီွးတဲ့ ကုိယ့္ထက္အၾကီးကုိေတာ့ ေမးလုိ႔ရပါတယ္။ 

· 부장님, 몇 시에 갈래요?(X)  ·부장님, 몇 시에 갈까요?(O)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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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말에	 하세요. မွန္ကန္ေသာ စကားမွာ အမွန္ျခစ္ ျခစ္ေပးပါ။

(1) 리한 씨는  공포 영화를 봅니다.   코미디 영화를 봅니다.

(2) 리한 씨는  극장 앞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회사 앞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3) 리한 씨는 일곱 시에  영화를 봅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လုိမ်ိဳး သူငယ္ခ်င္းနဲ႕ စကားေျပာၾကည့္ပါ။.

အေပၚကဥပမာကိိုၾကည့္ၿပီး ေအာက္ပါေမးခြန္းမ်ားေျဖပါ။

보기

보기  리한 씨                씨

어디에 가요?
ဘယ္သြားမလုိ႕လဲ။

극장
ရုပ္ရွင္ရံုမွာ

뭐 해요?
ဘာလုပ္မွာလဲ။

코미디 영화를 봐요.
ဟာသရုပ္ရွင္ ၾကည့္မွာ။

언제 만나요?
ဘယ္ေတာ့ ေတြ႕မွာလဲ။

저녁 7시
ညေန ၇နာရီ။

어디에서 만나요?
ဘယ္မွာေတြ႕မွာလဲ။

회사 앞
ကုမၸဏီေရွ႕

가:  리한 씨, 우리 같이 극장에 갈까요?  
 ရီဟန္၊ ငါတို႕ အတူတူ ရုပ္ရွင္ရံုသြားမလား။ 

나:  좋아요. 같이 가요.  
 ေကာင္းတယ္ အတူတူ သြားမယ္။ 

가:  극장에서 무슨 영화를 볼까요?  
 ရုပ္ရွင္ရံုမွာ ဘာရုပ္ရွင္ၾကည့္မလဲ။ 

나:  코미디 영화 어때요?  
 ဟာသရုပ္ရွင္ ဘယ္လုိလဲ။ 

가:  좋아요. 그러면 몇 시에 만날까요?  
 ေကာင္းတယ္။ အဲဒါဆုိ ဘယ္နွနာရီမွာ ေတြ႕မလဲ။ 

나:  저녁 7시에 만나요.  
 ညေန ၇နာရီမွာ ေတြ႕မယ္။ 

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ဘယ္မွာ ဆံုမလဲ။ 

나:  회사 앞에서 만나요.  
 ကုမၸဏီေရွ႕မွာ ဆုံမယ္။

정답   (1) 코미디 영화를 봅니다. (2) 회사 앞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3) 친구를 만납니다.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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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약속 The promises Koreans make as a part of greetings 

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술 한잔 같이 해요.”라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헤어질 때 “연락할게.”라는 말도 자주 하는데, 이런 말들은 

약속이라기보다는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벼운 인사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말했더라도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그리

고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는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놀러 오

세요.”라고 말했더라도 전화로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Koreans tend to say “Let’s have a meal together next time,” or “Let’s drink together” when they say goodbye. They 
also often say, “Let’s keep in touch,” but these expressions are not so much promises that people take seriously as 
idiomatic usages that people use as a way of saying farewell unless they schedule specifi c dates and time for the 
appointment. In the meantime, it is recommended that you don’t contact a person too early in the morning, too late 
at night, and/or during mealtime or break even if s/he has said, “You can come over any time.”

연락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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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술	한잔	같이	해요.”라는	인사

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헤어질	때	“연락할게.”라는	말도	자주	하는데,	이런	말들은	약속이

라기보다는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약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벼운	인사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한국사람들이	“언제

든지	연락하세요.”라고	말했더라도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는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라고	말했더라

도	전화로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ကိုရီးယားလူမ်ဳိးမ်ားကေတာ့ ခြဲခြာတဲ့အခါ “ေနာက္က်ရင္ ထမင္း တစ္ခါေလာက္ အတူတူ စားၾကမယ္။ 
တစ္ခါေလာက္ အတူတူ ေသာက္ၾကမယ္။” စသည္ျဖင့္ ႏႈတ္ဆက္ၾကတာလည္း ရွိပါတယ္။ 
အထူးသျဖင့္ ခြဲခြာတဲ့အခါ “ဖုန္းဆက္လုိက္မယ္။”ဆုိတဲ့ စကားကုိလည္း မၾကာမၾကာ သံုးေပမဲ့ 
ဒီလို စကားေတြက ခ်ိန္းဆုိတယ္ဆုိတာထက္ ခြဲခြာရတာ စိတ္မေကာင္းလုိ႔ ေျပာတဲ့ စကားေတြပဲ 
ျဖစ္ပါတယ္။ အေသးစိတ္အေနနဲ႔ ေန႔ရက္နဲ႔ အခ်ိန္ကို အတိအက် ကတိျပဳတာမ်ဳိး မဟုတ္ရင္ 
ေပါ့ေပါ့ပါးပါး ႏႈတ္ဆက္တာပဲလို႔ သိထားသင့္ပါတယ္။ အကယ္၍ ကိုရီးယားလူမ်ဳိးေတြက “အခ်ိန္မေရြး 
အဆက္အသြယ္လုပ္ပါ”ဆုိျပီး ေျပာခဲ့ရင္လည္း အရမ္းေစာေစာ/အရမ္းေနာက္က်တဲ့အခ်ိန္ ေနာက္ျပီး 
ထမင္းစားခ်ိန္/နားခ်ိန္ေတြမွာ အဆက္အသြယ္လုပ္တာမ်ဳိးကို ေရွာင္က်ဥ္ေပးသင့္ပါတယ္။ ေနာက္ျပီး 
“အခ်ိန္မေရြး လာလည္ပါ”ဆုိျပီး ေျပာရင္လည္း ဖုန္းဆက္ျပီး အရင္ ခ်ိန္းျပီးမွ ေတြ႔ဖုိ႔ သြားတာက 
ေကာင္းပါတယ္။

한국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약속 
ကိုရီးယား လူမ်ိဳးမ်ား ႏုတ္ဆက္စကားအေနနဲ႕ သံုးေသာခ်ိန္းဆိုမႈ

문화  ယဥ္ေက်း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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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두 사람은 내일 같이 무엇을 봅니까? သူတုိ႕ ႏွစ္ယာက္က မနက္ျဖန္ အတူတူ ဘာကုိ ၾကည့္မွာလဲ။
 ① 책  ② 사진

 ③ 영화  ④ 드라마

4.  두 사람은 내일 어디에서 만납니까? သူတုိ႕ ႏွစ္ယာက္က မနက္ျဖန္ ဘယ္မွာ ေတြ႕မွာလဲ။
 ① 극장 앞  ② 회사 앞

 ③ 백화점 앞  ④ 도서관 앞

5.  두 사람은 내일 몇 시에 만납니까? သူတုိ႕ ႏွစ္ယာက္က မနက္ျဖန္ ဘယ္ႏွနာရီမွာ ေတြ႕မွာလဲ။
 ① 6시  ② 7시

 ③ 8시  ④ 9시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သာ အေျဖကုိေရြးပါ။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လုိက္တာကုိ ေရြးပါ။ 

1.  ① 내일  ② 영화  ③ 시간  ④ 극장

2.  ① 도청  ② 시장  ③ 구청  ④ 시청

Track 45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အေျဖမွန္ေရြးရမွာ ျဖစ္ပါတယ္။ ေသခ်ာ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ပါ။ 

ေအာက္ပါေမးခြန္းေတြကိုေျဖရန္ အေၾကာင္းအရာကို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ကိုေရြးပါ။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တြကို ၾကိဳဖတ္ထား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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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영화 ရုပ္ရွင္

2. 여: 시청 ၿမိဳ႕ေတာ္ခန္းမ 

3. 남: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ငါတုိ႕ မနက္ျဖန္ အတူတူ ရုပ္ရွင္ ၾကည့္မလား။

 여: 좋아요. 같이 봐요. ေကာင္းတယ္။ အတူတူ ၾကည့္မယ္။ 

4. 남: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ငါတုိ႕ မနက္ျဖန္ ဘယ္မွာေတြ႕မလဲ။

 여: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ကုန္တုိက္ ေရွ႕မွာ ေတြ႕မလား။ 

  남: 좋아요. 거기에서 만나요. ေကာင္းတယ္။ အဲဒီမွာ ေတြ႕မယ္။ 

5. 남: 내일 7시에 만날까요? မနက္ျဖန္ ၇နာရီမွာ ေတြ႕မလား။

 여: 7시는 좀 힘들어요. 8시는 어때요? ၇နာရီေတာ့ နည္းနည္း ခဲယဥ္းမယ္။

 남: 좋아요. 그럼 8시에 만나요. ေကာင္းၿပီေလ၊ အဲဒါဆုိ ၈နာရီမွာ ေတြ႕မ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③  5. ③

1. 남: 간단합니다. ရုိးရွင္းပါတယ္။ 

2. 남: 은행 앞에서 만날까요? ဘဏ္အေရွ႕မွာ ေတြ႕မလား။ 

 여: 아니요, 시청 앞에서 만나요. ဟင့္အင္း၊ ၿမိဳ႕ေတာ္ခန္းမေရွ႕မွာ ေတြ႕မ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④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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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လုိက္တာကုိ ေရြးပါ။ 

 ① 같습니다              ② 가능합니다      ③ 가깝습니다            ④ 간단합니다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တာကို ေရြးပါ။ 

 두 사람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သူတုိ႕ႏွစ္ယာက္က ဘယ္မွာ ေတြ႕မွာလဲ။

 ① 은행 앞에서 만납니다.                  ② 회사 앞에서 만납니다.

    ③ 시청 앞에서 만납니다.                  ④ 병원 앞에서 만납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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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မးခြန္းမ်ားေျဖပါ။

1.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သူတုိ႕ ႏွစ္ယာက္က အခု ဘာကုိ လုပ္ေနတာလဲ။

 
가: 우리 내일 같이 저녁 먹을까요? ငါတို႕ မနက္ျဖန္ အတူတူ ညေနစာ စားမလား။

나: 좋아요. 같이 저녁 먹어요. ေကာင္းတယ္။ အတူတူ ညေနစာ စားမယ္။ 

 ① 식사  ② 운동  ③ 약속  ④ 쇼핑

2.  두 사람은 오늘 같이 무엇을 합니까? သူတုိ႕ ႏွစ္ယာက္ ဒီေန႕ အတူတူ ဘာကုိ လုပ္မွာလဲ။

 

가:  우리 오늘 뭐 할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ငါတို႕ ဒီေန႕ ဘာလုပ္မလဲ။ အတူတူ ရုပ္ရွင္ ၾကည့္မလား။

나:  산책 어때요? 공원에서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လမ္းေလွ်ာက္ထြက္တာ ဘယ္လိုလဲ။ ပန္းၿခံမွာ အတူတူ လမ္းေလွ်ာက္ခ်င္တယ္။ 

가:  그래요? 좋아요. 그럼 산책해요.  
 ဟုတ္လား။ ေကာင္းၿပီေလ၊ အဲဒါဆုိ လမ္းေလွ်ာက္ထြက္မယ္။ 

 ① 책을 봅니다.  ② 산책을 합니다.  ③ 영화를 봅니다.  ④ 게임을 합니다.

ကြက္လပ္ထဲျ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ရြးပါ။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수루 씨, 오늘 저녁에                        있어요? ဆူရူ၊ ဒီေန႕ ညေန အခ်ိန္ရိွလား။

     ① 시간  ② 생일  ③ 날짜  ④ 주말

4.

 
우리                           영화를 볼까요? 코미디 영화 어때요?  

ငါတို႕ဘယ္လုိ ရုပ္ရွင္ၾကည့္မလဲ။ ဟာသကား ဘယ္လုိလဲ။ 

     ① 언제  ② 무슨  ③ 누구  ④ 무엇

5.

 
저는 내일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  

ကြ်န္ေတာ္ကေတာ့ မနက္ျဖန္ သူငယ္ခ်င္းနွင့္ အတူ ရုပ္ရွင္ၾကည့္ခ်င္တယ္။ 

     ① 보세요  ② 봤어요  ③ 봐 주세요  ④ 보고 싶어요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စကားေျပာကို ဖတ္ၿပီး သင့္ေတာ္ေသာအေျဖကိိုေရြးရမွာျဖစ္ပါတယ္။ 
သင္ထားတာေတြကိုျပန္စဥ္းစားၿပီး ေမးခြန္းမ်ားေျဖပါ။

ေမးခြန္း ၃ကေန ၅ကေတာ့ အေျဖမွန္ေရြးၿပီး ကြက္လပ္ျဖည့္ေမးခြန္းျဖစ္ပါတယ္။သင္ထားတာေတြ
ကိုျပန္စဥ္းစားၿပီး ေမးခြန္းမ်ားေျဖပါ။ 

정답	   1. ③  2. ②  3. ①  4. ②  5. ④

160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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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သင့္ေတာ္ေသာ စကားကို ေရြးပါ။

1.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ထမင္းစားခန္းက ဘယ္မွာ ရိွလဲ။ 

나:                                            .

 ① 지하로 내려가세요  ② 2층으로 올라가세요 

 ③ 세탁실 옆에 있어요  ④ 휴게실 앞에 있어요 

2.

 
오늘 은행에 가서            을 하려고 합니다. 백 달러를 모두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ဒီေန႕ ဘဏ္သုိ႕ သြားၿပီး ေငြလဲ မလုိ႔ပါ။ ေဒၚလာ ၁၀၀ကုိ အကုန္ ကုိရီးယားေငြနဲ႕ လဲခ်င္တယ္။ 

 ① 환불  ② 환전 

 ③ 확인  ④ 계산 

3.

 

이번 휴가에는            을/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것입니다.

ဒီတစ္ေခါက္ ပိတ္ရက္မွာ ခရီးု သြားမလုိ႔ပါ။ ဂ်ယ္ဂ်ဴးကြ်န္းသုိ႔ သြားၿပီး ေလွ်ာက္လည္းလည္မယ္၊ ၿပီးေတာ့ 
အရသာရိွတဲ့ အစားအစာေတြလည္း စားမယ္။ 

 ① 운동  ② 여행 

 ③ 쇼핑  ④ 요리 

정답   1. ①  2. ②  3. ②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기숙사	층별	안내> အေဆာင္ အလႊာလိုက္ လမ္းညႊန္ 

2층 အလႊာ   방 အခန္း, 휴게실 နားေနခန္း

1층 အလႊာ   샤워실 ေရခ်ိဳးခန္ း, 세탁실 အဝတ္ ေလွ်ာ္ ခန္ း

지하
ေျမေအာက္

  주차장 ကားပါကင္
  식당 ထမင္းစားခန္း 

발음 အသံထြက္             P-04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ㄴ’, ‘ㅁ’, ‘ㅇ’ ဆုိတဲ့ ႏွာသံေတြရွိပါတယ္။ အဲဒီ (၃)ခုထဲက ‘ㅇ’ ကေတာ့ 
အသတ္ေနရာမွာပဲ ႏွာသံကို ျဖစ္ေစႏိုင္ပါတယ္။

(1) 나, 니, 누, 네, 노

(2) 누구, 누나, 나비, 나무, 노래 

(3) 모두, 머리, 모자, 매미, 미나리

(4) 강, 공, 상, 방, 가방



14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ကြ်န္ေတာ္ကေတာ့ ထမင္းသုပ္စားမယ္။

ထူအန္းနဲ႕ ရီဟန္က စားေသာက္ဆိုင္မွာ အစားအေသာက္မွာေန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1.	리한	씨는	무엇을	주문해요?	ရီဟန္က ဘာကို မွာလဲ။ 
2.	투안	씨는	무엇을	주문해요?	ထူအန္းက ဘာကို မွာ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비빔밥을 주문해요.  2. 김치찌개를 주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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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စားအေသာက္ မွာျခင္း။ 
□သဒၵါ  -(으)ㄹ래요,	안

□ေဝါဟာရ  စားေသာက္ဆိုင္မ်ား၊ အစားအေသာက္ အရသာ။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စားအေသာက္ 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46

종업원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ၾကိဳဆုိပါတယ္။ ဘယ္နွဦးလဲ။ 

투   안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စ္ေယာက္ပါ။ ေနရာရိွလား။

종업원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ဟုတ္ကဲ့၊ ရိွပါတယ္။ ဒီဘက္မွာ ထုိင္ပါ။

	 뭐	드릴까요?
 ဘာမွာမလဲ။ 

리   한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ကြ်န္ေတာ္ကေတာ့ ထမင္းသုပ္ စားမယ္။

	 투안	씨는	뭐	먹을래요?		
 ထူအန္းေကာ ဘာစားမလဲ။

투   안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ကြ်န္ေတာ္ကေတာ့ ဂင္ခ်ီ ဟင္းရည္ စားမယ္။ 

리   한	 그럼	여기	비빔밥하고	김치찌개	주세요.	
 ဒါဆုိ ဒီကုိ ထမင္းသုပ္နဲ႕ ဂင္ခ်ီ ဟင္းရည္ ေပးပါ။

뭐	드릴까요?		

ဘာ ေပးရမလဲ။(ဘာမွာမလဲ။) 

စားေသာက္ဆိုင္ သုိ႔မဟုတ္ 

ေကာ္ဖီဆိုင္ေတြမွာ ဆုိင္ဝန္ထမ္းက 

ေအာ္ဒါလက္ခံတဲ့အခါ စားသုံးသူကုိ 

ေမးတဲ့ စကား ျဖစ္ပါတယ္။ အမ်ားအားျဖင့္ 

တစ္ဖက္သူရဲ႕ ဆႏၵကုိ ေမးတဲ့အခါမွာလည္း 

သုံးပါတယ္။

·손님, 뭐 드릴까요?

 ဧည့္သည္၊ ဘာေပးရမလဲ။ 

분	ဦး / ပုဂၢဳိလ္ 

လူဦးေရကုိ ယဥ္ေက်းစြာ ေမးတဲ့အခါ 

သုံးတယ္။ 

·  저 분이 우리 사장님이세요.

   ဟုိ ပုဂၢိဳလ္ကေတာ့ ငါတုိ႕ 

သူေဌးျဖစ္ပါတယ္။



162  14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စားေသာက္ဆိုင္မွာ စားေသာက္ျခင္းနဲ႕ ပတ္သက္ေသာ ေဝါဟာရေတြကို သင္သိပါသလား။ 
အဲဒါေတြကို အတူတူေလ့လာၾကည့္ရေအာင္။ 

   14과_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115

어휘 1 식당 Restaurants

문법 1 -(으)ㄹ래요

동사 뒤에 붙어서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듣는 사람의 의사를 물을 때 사용한다. 주로 친한 사람

하고 격식 없이 이야기할 때 쓰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래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래요

1) 가: 점심 뭐 먹을래요?

나: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2) 가: 저녁에 우리 같이 놀래요?

나: 좋아요. 같이 놀아요.

3) 가: 내일 뭐 할래요?

나: 저는 집에서 쉴래요.

-(으)ㄹ래요 is attached to a verb, is used a speaker’s 
opinion in a declarative sentence or to ask a listener’s 
opinion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It is often used 
in a close relationship as a casual way of speech.
-래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을래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자리가 있다 자리가 없다 메뉴판 메뉴
seats are available seats are not available menu menu

밥 반찬 숟가락 젓가락
rice side dishes spoon chopsticks

앉다 고르다 시키다(주문하다) 배달하다
to sit to pick to order to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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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있다   
ေနရာ ရိွသည္။ 

자리가 없다
ေနရာမရိွပါ။ 

메뉴판
မီႏ်ဴးစာရြက္

메뉴
မီႏ်ဴး

밥   
ထမင္း 

반찬
အရံဟင္း။ 

숟가락
ဇြန္း 

젓가락
တူ 

앉다   
ထုိင္သည္။ 

고르다
ေရြးခ်ယ္သည္။ 

시키다(주문하다)
(ေအာ္ဒါ)မွာသည္။ 

배달하다
ပို႔သည္။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ပါစာေၾကာင္းမ်ားကိုျဖည့္စြက္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11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래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래요.’

보기 가: 뭐 먹을래요?

나: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밥

반찬

숟가락

젓가락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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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 숟가락㉡ 반찬 ㉣ 젓가락

ပံုကုိ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စာလုံးနဲ႕ဆက္ေပးပါ။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① ③② ④

14 ကြ်န္ေတာ္ကေတာ့ ထမင္းသုပ္စားမယ္။  163

어휘 1  ေ၀ါဟာရ ၁ 식당 စားေသာက္ဆိုင္။ 



164  14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으)ㄹ래요’ က ၾကိယာကို ျပဳလုပ္တဲ့သူက တတိယလူျဖစ္တဲ့ ဝါက်မ်ဳိးမွာ သံုးလုိ႔ မရပါဘူး။ ေျပာသူရဲ႕ ဆႏၵကို 
ေဖာ္ျပတ့ဲအခါမွာ ‘-(으)ㄹ래요’ ကုိ သုံးျပီး ေမွ်ာ္လင့္ခ်က္ကုိ ေဖာ္ျပတ့ဲအခါမွာ ‘-고 싶다’ ကုိ သုံးပါတယ္။ ‘-(으)ㄹ래요’ 
က ျဖစ္ႏုိင္ေခ် ရွိတဲ့ စကားမွာပဲ သံုးျပီး ‘-고 싶다’ ကေတာ့ မျဖစ္ႏိုင္တဲ့ ေမွ်ာ္လင့္ခ်က္မွာလည္း သံုးလုိ႔ရပါတယ္။

자음 (ဗ်ည္း)  → -을래요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ㄹ래요

읽다 → 읽을래요 가다 → 갈래요      놀다 → 놀래요

· 가: 주말에 우리 같이 놀래요? ပိတ္ရက္မွာ ငါတုိ႕ အတူ ေလွ်ာက္လည္မလား။ 
  나: 좋아요. 같이 놀아요. ေကာင္းၿပီေလ၊ အတူေလွ်ာက္လည္မယ္။ 
· 가: 내일 같이 운동할래요? မနက္ျဖန္ အတူတူ အားကစား လုပ္ၾကမလား။
  나: 저는 집에서 쉴래요. ကြ်န္ေတာ္ကေတာ့ အိမ္မွာ အနားယူမယ္။ 

‘-(으)ㄹ래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ဝါက်ေတြကို ျပီးေအာင္ ေရးျဖည့္ၾကည့္ ရေအာင္။ 

보기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ပံုကုိ ၾကည့္ၿပီး (ဥပမာ)လုိမ်ိဳး ‘-(으)ㄹ래요’ ကုိ သုံးၿပီးုစကားေျပာကုိ ျဖည့္စြက္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래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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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래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래요.’

보기 가: 뭐 먹을래요?

나: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밥

반찬

숟가락

젓가락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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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뭐 먹을래요? ဘာစားမလဲ။ 

나: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ကြ်န္ေတာ္ကေတာ့ ထမင္းသုပ္ စားမယ္။

정답  1) 가: 뭐 먹을래요 나: 저는 라면 먹을래요    3) 가: 뭐 할래요 나: 저는 영화 볼래요

 2) 가: 뭐 마실래요 나: 저는 커피 마실래요    4) 가: 뭐 할래요 나: 저는 집에서 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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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으)ㄹ래요 G14-1

 ‘-(으)ㄹ래요’ ႏွင့္ ‘-고 싶다’

‘-(으)ㄹ래요’ က ၾကိယာကို ျပဳလုပ္တဲ့သူက တတိယလူျဖစ္တဲ့ ဝါက်မ်ဳိးမွာ သံုးလုိ႔ မရပါဘူး။ ေျပာသူရဲ႕ ဆႏၵကို 
ေဖာ္ျပတဲ့အခါမွာ ‘-(으)ㄹ래요’ ကို သံုးျပီး ေမွ်ာ္လင့္ခ်က္ကို ေဖာ္ျပတဲ့အခါမွာ ‘-고 싶다’ ကို သံုးပါတယ္။ 
‘-(으)ㄹ래요’ က ျဖစ္ႏုိင္ေခ် ရိွတဲ့ စကားမွာပဲ သုံးျပီး ‘-고 싶다’ ကေတာ့ မျဖစ္ႏိုင္တဲ့ ေမွ်ာ္လင့္ခ်က္မွာလည္း 
သံုးလုိ႔ရပါတယ္။

·하늘을 날래요.(X)   ·하늘을 날고 싶어요.(O)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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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ဟန္ႏွင့္ ထူအန္းက သူတုိ႕ၾကိဳက္ေသာ အစားအေသာက္နွင့္ အရသာအေၾကာင္းေျပာေနၾက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리한	 투안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ထူအန္းက ဂင္ခ်ီ ဟင္းရည္ကုိ ၾကိဳုက္လား။

투안	 네,	정말	좋아해요.
 ဟုတ္ကဲ့၊ တကယ္ ၾကိဳက္တယ္။

리한	 김치찌개가	안	매워요?
 ဂင္ခ်ီ ဟင္းရည္က မစပ္ဘူးလား။ 

투안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နည္းနည္း စပ္တယ္။ ဒါေပမဲ့ အရသာရိွတယ္။ 
	 리한	씨는	김치찌개	좋아해요?	
 ရီဟန္ေကာ ဂင္ခ်ီ ဟင္းရည္ ၾကိဳက္လား။ 

리한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ဟင့္အင္း၊ ကြ်န္ေတာ္ မၾကိဳက္ဘူး။ 

조금 နည္းနည္း 
‘좀’ နဲ႔လည္း ေျပာင္းသံုးလို႔ရပါတယ္။ 

·오늘은 조금 바빠요.
 ဒီေန႕ေတာ့နည္းနည္း အလုပ္မ်ားတယ္။ 
· 제 동생은 키가 조금 작아요.
   ကြ်န္ေတာ့္ညီက နည္းနည္း 

အရပ္ပုတယ္။. 

하지만 ဒါေပမဲ့ 

ေရွ႕ဝါက်နဲ႔ ေနာက္ဝါက်က အေၾကာင္း 

အရာေတြ ဆန္႔က်င္ဘက္ျဖစ္ေနတဲ့အ 

ခါမွာ သံုးတယ္။ 

·  이 건물에 약국은 있어요.  

하지만 편의점은 없어요.

     အေဆာက္အဦမွာ ေဆးဆုိင္ရိွတယ္။ 
ဒါေပမဲ႕ ၂၄နာရီဆုိင္ေတာ့  
မရိွဘူး။

1.	누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ဘယ္သူက ဂင္ခ်ီ ဟင္းရည္ကုိ ၾကိဳက္တာလဲ။ 

2.	김치찌개	맛이	어때요?	ဂင္ခ်ီ ဟင္းရည္ အရသာဘယ္လုိ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투안 씨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2.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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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
ထမင္း

국 :
ဟင္းရည္ 

불고기 :
ဘူးလ္ဂိုဂီ 

반찬 :
ဟင္းရံ

한 공기  
တစ္လုံး 

한 그릇   

တစ္ခြက္

한 접시   
တစ္ပန္းကန္ 

1인분   
တစ္ေယာက္စာ 

두 공기
ႏွစ္လုံး 

두 접시
ႏွစ္ပန္းကန္ 

2인분
ႏွစ္ေယာက္စာ 

세 공기

သုံးလံုး 

세 그릇
သုံးခြက္ 

세 접시
သုံးပန္းကန္ 

3인분
သုံးေယာက္စာ 

 네 공기
ေလးလံုး

네 그릇
ေလးခြက္ 

네 접시
ေလးပန္းကန္ 

4인분
ေလးေယာက္စာ

Tip 음식 단위 명사 အစားအေသာက္အသုံးအႏႈန္းမ်ား 

두 그릇
ႏွစ္ခြက္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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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음식의 맛 Tastes of foods

문법 2 안

동사나 형용사 앞에 놓여서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다. ‘명사+하다’의 동사는 명사 뒤에 ‘안’이 놓인다. 

예외적으로 ‘있다’의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안 있다’가 아니라 ‘없다’이다.

1) 가: 아침 먹었어요?

나: 아니요, 안 먹었어요.

2) 가: 불고기가 매워요?

나: 아니요, 안 매워요.

3)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운동 안 했어요.

맛있다 맛없다 맵다 달다
delicious not tasty spicy sweet

짜다 싱겁다 쓰다 시다
salty bland bitter sour

안 expresses the negative or the opposite meaning of 
the verb or the adjective. In the case of the noun+하다 
verbs, 안 comes between the noun and the 하다 verb.
The negative way to express the verb is 없다, rather 
than 안 있다.

‘ㅂ’ 불규칙:    어간의 끝 음절 자음 ‘ㅂ’ 이 다른 모음

을 만나면 ‘ㅜ’로 바뀐다.   

ㅂ irregular: when ㅂ, the fi nal consonant of a 
stem meets another vowel, ㅂ changes into ㅜ.

예)   맵(다) + 어요 = 매워요

싱겁(다) + 어요 = 싱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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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다   
အရသာရိွသည္။ 

맛없다
အရသာ မရွိပါ။

맵다
စပ္သည္။ 

달다
ခ်ိဳသည္။

짜다
ငန္သည္။ 

싱겁다
ေပါ့သည္။

쓰다
ခါးသည္။ 

시다
ခ်ဥ္သည္။ 

•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ထမင္းသုပ္ တကယ္အရသာရိွတယ္။
• 떡볶이가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တာ့ပို႔ကီက နည္းနည္း စပ္တယ္ ။ဒါေပမဲ ့အရသာရိွတယ္။
•   음식이 짜요. 음식이 짜면 건강에 나빠요.  

အစားအေသာက္က ငန္တယ္။ အစားအေသာက္က ငန္ရင္ က်န္းမာေရးအတြက္ မေကာင္းဘူး။ 
• 이 오렌지는 너무 시어요. ဒီလိေမၼာ္သီးကေတာ့ အရမ္းခ်ဥ္တယ္။ 

ပံုမွန္အသံုးမဟုတ္ေသာ ‘ㅂ’ အသတ္နဲ႕နာမဝိေသသနစကားဆက္ဆိုရင္ ‘맵다 (매워요) စပ္သည္’,  
‘싱겁다 (싱거워요) ေပါ့ သည္။’ ‘춥다 (추워요) ေအးသည္။’ ‘무겁다 (무거워요) ေလးသည္။’ ‘가볍다  
(가벼워요) ေပ့ါပါးသည္။’ ‘쉽다 (쉬워요) လြယ္ကူသည္။’ ‘어렵다 (어려워요) ခက္ခဲသည္။’ ‘가깝다 (가까

워요)နီးသည္။’ 

သင္ယူထားေသာ ေဝါဟာရမ်ားကို ျပန္လည္စဥ္းစားၿ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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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

보기 가: 불고기가 매워요?

나: 아니요, 안 매워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짜다

맵다

달다

싱겁다

1)

2)

3)

4)

가: 일요일에 회사에 가요?   

나: 아니요, . 

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나: 아니요, . 

가: 아침을 먹었어요?   

나: 아니요, .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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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다 ㉢ 달다㉡ 맵다 ㉣ 싱겁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ပံုကုိ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စာလုံးနဲ႕ဆက္ေပးပါ။ 

① ③② ④

‘ㅂ’ အသတ္ကအေနာက္မွာ သရနဲ႕ေတြ႕ရင္ ‘ㅂ’ ေ ပ်ာက္သြားၿပီး  ‘ㅜ’  ေ ျပာင္း သြားတယ္။
예) 맵(다) + 어요 = 매워요,  싱겁(다) + 어요 = 싱거워요

‘ㅂ’  ျဖင့္ဆုံးေသာ ၾကိယာစကားလုံးမ်ား 

정답   ① ㉠  ② ㉢  ③ ㉡  ④ ㉣  

အစားအေသာက္ရဲ႕ အရသာနဲ႕ သက္ဆိုင္ေသာ ေဝါဟာရမ်ားကို ရွာၾကည့္ရေအာင္။ 

어휘 2  စကားေျပာ ၂ 음식의 맛 အစားအေသာက္အရ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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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ၿပီး (ဥပမာ)လုိမ်ိဳး စကားေျပာကုိ ျဖည့္စြက္ပါ။

가: 불고기가 매워요? ဘူးလ္ဂိုဂီက စပ္လား။

나: 아니요, 안 매워요. ဟင့္အင္း၊ မစပ္ဘူး။

1) 가: 일요일에 회사에 가요?

 나: 아니요,                                                    .

2) 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나: 아니요,                                                    .

3) 가: 아침을 먹었어요?

 나: 아니요,                                                    .

4)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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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နဲ႕ ‘못’ ကေတာ့ ၾကိယာရဲ႕ ေရွ႕မွာ ထားသုံးတယ္။ ‘안’ ကေတာ့ ရိုးရိုိးရွင္းရွင္း အျငင္းနဲ႕ ကံ ျပဳသူရဲ႕ စိတ္အတိုင္း 
ျငင္းတာျဖစ္ေပမဲ့၊ ‘못’ ကေတာ့ ကံ ျပဳသူရဲ႕ အရည္အခ်င္းက မျပည့္စံုတာပဲျဖစ္ျဖစ္၊ တျခားအေၾကာင္းေၾကာင့္ 
မလုပ္နိုင္တာကိုေဖာ္ျပတယ္။ ‘못’ ကေတာ့ ဂုဏ္ရည္ျပၾကိယာရဲ႕ ေရွ႕မွာ သံုးလို႕ မရပါ။

· 가: 아침 먹었어요? မနက္စာ စားခဲ႕လား။ 
 나: 아니요, 안 먹었어요. ဟင့္အင္း၊ မစားခဲ႕ဘူး။
· 가: 어제 운동했어요? မေန႕က အားကစားလုပ္ခဲ႕လား။ 
 나: 아니요, 운동 안 했어요. ဟင့္အင္း၊ အားကစား မလုပ္ခဲ႕ဘူး။
· 가: 이 영화가 재미있어요? ဒီရုပ္ရွင္က စိတ္ဝင္စားစရာေကာင္းလား။ 
 나: 아니요, 재미없어요. ဟင့္အင္း၊ စိတ္ဝင္စားစရာမေကာင္းဘူး။ 

‘안’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ဝါက်ေတြကို ျပီးေအာင္ ေရးျဖည့္ၾကည့္ ရေအာင္။

정답   1) 회사에 안 가요  2) 안 좋아해요  3) 안 먹었어요  4) 운동 안 했어요

문법 2  သဒၵါ ၂ 안 G14-2 

 ‘안’ ႏွင့္ ‘못’

‘안’ နဲ႔ '못' ကေတာ့ ၾကိယာရဲ႕ ေရွ႕မွာ ထားျပီး အျငင္းကို ျပတဲ့ စကားလံုးေတြျဖစ္ပါတယ္။ ‘안’ ကေတာ့ ျပဳသူရဲ႕ 
သေဘာအရ ျငင္းဆုိတာ ျဖစ္ျပီးေတာ့ ‘못’ ကေတာ့ ျပဳသူက မတတ္သာလု႔ိ သို႔မဟုတ္ အေၾကာင္းရွိလုိ႔ ျငင္းရတာမ်ဳိး 
ျဖစ္ပါတယ္။ ‘못’ ကေတာ့ ဂုဏ္ရည္ျပၾကိယာနဲ႔ မတြဲပါဘူး။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요.(O)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요.(X) 

·오늘은 안 추워요.(O)   ·오늘은 못 추워요.(X)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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စကားေၿပာ ဥပမာကို ၾကည့္ၿပီး ေမးခြန္းမ်ား ေျဖၾကည့္ပါ။

✚	알맞은	말에	 하세요. မွန္ကန္ေသာ စကားမွာ အမွန္ျခစ္ပါ။ 

(1) 식당에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စားေသာက္ဆုိင္မွာေနရာ   ရိွတယ္။  မရိွဘူး။

(2) 갈비탕하고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နံရိုးဟင္းရည္နဲ႕ ဂင္ခ်ီဟင္းရည္    မွာၿပီးၿပီ။   မမွာခဲ့ဘူး။

(3) 식당에 손님이  한 명 왔어요.  두 명 왔어요. 

 စားေသာက္ဆုိင္သုိ႕ ဧည့္သည္က   တစ္ေယာက္ လာခဲ့တယ္။  ႏွစ္ေယာက္လာခဲ့တယ္။ 

(4) 비빔밥이 갈비탕보다  싸요.  비싸요.
 ထမင္းသုပ္က နံရိုးဟင္းရည္ထက္   ေစ်းသက္သာတယ္။  ေစ်းၾကီးတယ္။ 

정답   (1) 있어요.  (2) 시켰어요.  (3) 두 명 왔어요.  (4) 싸요.

보기 종업원: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ၾကိဳဆုိပါတယ္။ ဘယ္ႏွဦးလဲ။

손님1: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စ္ေယာက္ပါ။ ေနရာရိွလား။

종업원: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ဟုတ္ကဲ့၊ ရိွပါတယ္။ ဒီဘက္မွာ ထုိင္ပါ။ ဘာေပးရမလဲ။

손님2: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ကြ်န္ေတာ္ကေတာ့ ဂင္ခ်ီဟင္းရည္စားမယ္။ 

손님1: 저는 갈비탕 먹을래요. ကြ်န္ေတာ္ကေတာ့ နံရိုးဟင္းရည္ စားမယ္။

손님2:  여기 김치찌개하고 갈비탕 주세요. ဒီကုိ ဂင္ခ် ီဟင္းရည္နဲ႕ နံရိုးဟင္းရည္ေပးပါ။

<보기>처럼	친구와	함께	음식을	주문해	보세요.	
ဥပမာလုိမ်ိဳး သူငယ္ခ်င္းႏွင့္အတူ အစားအေသာက္ မွာ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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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활동

<보기>처럼 친구와 함께 음식을 주문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order some food in the box with your friends.

종업원: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손님1: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종업원: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손님2: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손님1: 저는 갈비탕 먹을래요.

손님2: 여기 김치찌개하고 갈비탕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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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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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ဂင္ခ်ီဟင္းရည္

된장찌개
ပဲငါးပိဟင္းရည္

순두부찌개
ပဲၿပားနုဟင္းရည္

삼계탕
ၾကက္ေပါင္း

갈비탕
နံရိုးဟင္းခ်ိဳ

감자탕
ဝက္သားအာလူးဟင္း

불고기
ဘူးလ္ဂိုဂီ(အသားႏွပ္)

비빔밥
ထမင္းသုတ္

자장면   
ပဲေခါက္ဆြဲ

짬뽕
က်မ္းပုန္း

탕수육
ဝက္ခ်ိဳခ်ဥ္ေၾကာ္

군만두
ဖက္ထုပ္ေၾကာ္

초밥   
ဆူရီွ

돈가스
ဝက္သားျပားေၾကာ္

우동
အူဒုန္း(နန္းၾကီး)ေခါက္ဆြဲ

모밀
မိုမီးလ္

김밥   
ထမင္းလိပ္

떡볶이
ေတာ့ပို႔ကီ 

튀김
အေၾကာ္

순대
ကုိရီးယားရိုးရာဝက္

အူေခ်ာင္း(ဆြန္းဒယ္)

치킨   
ၾကက္ေၾကာ္

족발
ဝက္ေၿခေထာက္

보쌈
ဝက္သားေပါင္း

피자
ပီဇာ

한식
ကုိရီးယားအစားအစာ

중식
တရုတ္အစားအစာ

일식
ဂ်ပန္အစားအစာ

분식
ေပါ့ေပါ့ပါးပါးစားစရာ

간식/야식
သြားရည္စာႏွင့္ ညစာ

음식 메뉴   အစားအေသာက္ မီႏ်ဴး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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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နားေထာင္ၿပီး မွန္ကန္ေသာေဝါဟာရကို ေရြးရမွာျဖစ္ပါတယ္။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လုိက္တာကုိေရြးပါ။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Track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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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극장 ② 식당 

 ③ 공원 ④ 서점

4.  여자는 무엇을 먹고 싶어합니까?

 ① 된장찌개 ② 김치찌개

 ③ 부대찌개  ④ 순두부찌개

5.  남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① 불고기 ② 비빔밥

 ③ 삼계탕  ④ 갈비탕

Track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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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မးခြန္းေတြကေတာ့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သာ အေျဖကုိ ေရြးပါ။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여기는 어디입니까? ဒီေနရာက ဘယ္ေနရာလဲ။ 
 ① 극장  ② 식당

 ③ 공원  ④ 서점

4.  여자는 무엇을 먹고 싶어합니까? မိန္းကေလးက ဘာကုိ စားခ်င္သလဲ။ 
 ① 된장찌개  ② 김치찌개

 ③ 부대찌개  ④ 순두부찌개

5.  남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ယာက္်ားေလးက ဘာကုိ ၾကိဳက္လဲ။
 ① 불고기  ② 비빔밥

 ③ 삼계탕  ④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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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물수건 ေရစုိပုဝါ   ② 남: 공깃밥 ထမင္းျဖဴ   

 ③ 남: 메뉴판 မီႏ်ဴးစာအုပ္   ④ 남: 불고기 ဘူးလ္ဂုိဂီ 
2. ① 여: 짜요 ငန္တယ္။    ② 여: 써요 ခါးတယ္။    

 ③ 여: 달아요 ခ်ိဳတယ္။    ④ 여: 매워요 စပ္တယ္။

3. 남: 뭐 드릴까요? ဘာေပးရမလဲ။ 

 여: 비빔밥하고 김치찌개 주세요. ထမင္းသုပ္နဲ ့ဂင္ခ်ီ ဟင္းရည္ေပးပါ။

4. 남: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ကြ်န္ေတာ္ကေတာ့ ဂင္ခ်ီ ဟင္းရည္ စားခ်င္တယ္ ။ဆူရူကေရာ။

 여: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ကြ်န္ေတာ္ကေတာ့ ပဲငါးပိဟင္းရည္ စားမယ္။ 

5. 남: 수미 씨는 불고기 좋아해요? ဆူမီေကာ ဘူးလ္ဂုိဂီ ၾကိဳက္လား။ 

 여: 네,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ဟုတ္က့ဲ၊ ၾကိဳက္ပါတယ္။ ထူအန္းေရာ၊

 남: 전 안 좋아해요. 전 비빔밥을 좋아해요. ကြ်န္ေတာ္ကေတာ့ မၾကိဳက္ဘူး၊ ကြ် န္ေတာ္ ထမင္းသုပ္ ၾကိဳက္တ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①  5. ②

1. 남: 매워요 စပ္တယ္။

2. 남: 수미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ဆူမီကေကာ ဂင္ခ်ီ ဟင္းရည္ကုိၾကိဳက္လား။

 여: 아니요, 저는 김치찌개를 안 좋아해요. 불고기를 좋아해요. 

  ဟင့့္အင္ း၊ ကြ် န္ေတာ္ကေတာ့့ ဂင္ခ်ီ ဟင္းရည္ကုိမၾကိဳက္ဘူး။ ဘူးလ္ဂုိဂီကုိၾကိဳက္တယ္ ။

  투안 씨는요? ထူအန္းကေကာ၊

 남: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ကြ်န္ေတာ္ကေတာ့ ဂင္ခ်ီ ဟင္းရည္ကုိၾကိဳက္ပါတယ္ ။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④  2. ②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လုိက္တာကုိ ေရြးပါ။ 

 ① 시어요 ② 추워요 ③ 더워요 ④ 매워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င့္ ကိုက္ညီတာကုိ ေရြးပါ။

    여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မိန္းကေလးက ဘာကုိ ၾကိဳက္လဲ။ 

 ① 갈비탕 ② 불고기 ③ 김치찌개 ④ 된장찌개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4



ေမးခြန္း ၁ နဲ႕ ၂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ပံုနဲ႕ ကိုက္ညီေသာ အသံုးကို ေရြးရေသာ ပုစာၦျဖစ္ပါတယ္။ 
အေျဖမွန္ကို ေရြးပါ။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ဝါဟာရ၊ ဝါက်ကုိ ေရြး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쇼핑  ② 배달

③ 약속  ④ 주문

2.

① 자리가 없습니다.  ② 손님이 없습니다.

③ 반찬이 없습니다.  ④ 식당이 없습니다.

   14과_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12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쇼핑 ② 배달 

 ③ 약속  ④ 주문

2.  ① 자리가 없습니다. ② 손님이 없습니다.

 ③ 반찬이 없습니다. ④ 식당이 없습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몇 분이세요?   

 나:  .

 ① 두 명이요 ② 비빔밥 하나요

 ③ 불고기 일 인분이요 ④ 한 시 삼십 분이요

4. 가: 뭐 드릴까요?  

 나:  .

 ① 네, 있어요  ② 조금 매워요

 ③ 김치찌개 주세요  ④ 아니요, 안 좋아해요

5. 가: 뭐 먹을래요? 

 나:  .

 ① 지금 먹을래요   ② 제가 먹을래요

 ③ 비빔밥 먹을래요  ④ 여기에서 먹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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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ဖမွန္ေရြးၿပီး ကြက္လပ္ျဖည့္ပါ။ သင္ယူထားတာေတြကို စဥ္စားၿပီး ေျဖပါ။

Jam 2 Sore.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몇 분이세요? ဘယ္ႏွဦးလဲ။ 

나:                                                     . 

     ① 두 명이요  ② 비빔밥 하나요

     ③ 불고기 일 인분이요  ④ 한 시 삼십 분이요

4.

 
가: 뭐 드릴까요? ဘာေပးရမလဲ။ 

나:                                                     . 

     ① 네, 있어요  ② 조금 매워요

     ③ 김치찌개 주세요  ④ 아니요, 안 좋아해요

5.

 
가: 뭐 먹을래요? ဘာစားမလဲ။ 

나:                                                     . 

     ① 지금 먹을래요  ② 제가 먹을래요

     ③ 비빔밥 먹을래요  ④ 여기에서 먹을래요

정답   1. ④  2. ①  3. ①  4. ③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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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표현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အသုံးအႏွုန္းကုိ ေရြးပါ။

1.  
① 밥 ② 찌개

  ③ 반찬 ④ 메뉴 

2.  
①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②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③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④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3.

  

제가 좋아하는              은/는 스키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스키를 타러 갈 겁니다. 빨리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ကြ်န္ေတာ္ ၾကိဳက္ႏွစ္သက္ေသာ အားကစားကေတာ့ စကီ(ႏွင္းေလွ်ာ္စီး) ျဖစ္ပါတယ္။ ေဆာင္းတြင္း ႏွင္းက်ရင ္
စကီ(ႏွင္းေလွ်ာစီး)ဖုိ႕ သြားမယ္။ ျမန္ျမန္ေဆာင္းတြင္း ေရာက္ခ်င္ၿပီ။ 

 ① 날씨   ② 운동

 ③ 계절   ④ 작업 

4.

  
가:                                              .  

나: 저는 봄을 좋아해요. ကြ်န္ေတာ္ကေတာ့ ေႏြဦးရာသီကို ၾကိဳက္ပါတယ္။ 

 ① 봄에는 따뜻해요   ② 왜 봄을 좋아해요

 ③ 오늘 날씨가 좋아요   ④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5.

  

저는 기숙사에 삽니다. 방이 크지 않지만 회사 동료 한 명과 방을               사용합니다. 

ကြ်န္ေတာ္ကေတာ့ အေဆာင္မွာ ေနပါတယ္။ အခန္းက မၾကီးေပမယ့္ ကုမၸဏီက လုပ္ေဖာ္ကုိင္ဖက္ တစ္ေယာက္နဲ႕ 
အခန္းကုိ အတူတူ သုံးပါတယ္။ 

 ① 자꾸   ② 다시 

 ③ 먼저   ④ 같이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정답   1. ①  2. ④  3. ②  4. ④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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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식당 Restaurants

문법 1 -(으)ㄹ래요

동사 뒤에 붙어서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듣는 사람의 의사를 물을 때 사용한다. 주로 친한 사람

하고 격식 없이 이야기할 때 쓰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래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래요

1) 가: 점심 뭐 먹을래요?

나: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2) 가: 저녁에 우리 같이 놀래요?

나: 좋아요. 같이 놀아요.

3) 가: 내일 뭐 할래요?

나: 저는 집에서 쉴래요.

-(으)ㄹ래요 is attached to a verb, is used a speaker’s 
opinion in a declarative sentence or to ask a listener’s 
opinion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It is often used 
in a close relationship as a casual way of speech.
-래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을래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자리가 있다 자리가 없다 메뉴판 메뉴
seats are available seats are not available menu menu

밥 반찬 숟가락 젓가락
rice side dishes spoon chopsticks

앉다 고르다 시키다(주문하다) 배달하다
to sit to pick to order to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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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ရာသီဥတု သာယာလို႔ စိတ္ေပ်ာ္တယ္။

ေအာက္ပါစကားေျပာမ်ားကေတာ့ ထူအန္းႏွင့္ ရီဟန္တို႕ၾကား စကားေျပာမ်ားျဖစ္ပါတယ္။သူတို႕ 
အခ်င္းခ်င္း ထီးပါလားလို႔ေမးေန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투안	 비가	계속	오네요.
 မိုးက ဆက္တုိက္ ရြာေနတယ္ေနာ္။ 

리한	 네,	안	그치네요.	
 ဟုတ္ကဲ့၊ မတိတ္ဘူးေနာ္။

	 투안	씨,	우산	있어요?
 ထူအန္း၊ ထီးရိွလား။

투안	 아니요,	없어요.	리한	씨는요?
 ဟင့္အင္း၊ မရိွဘူး၊ ရီဟန္ေကာ။

리한	 저는	있어요. ကြ်န္ေတာ္ကေတာ့ ရိွတယ္။ 

	 이따가	저하고	같이	집에	가요.
 ခဏေနက် ကြ်န္ေတာ္နဲ႕ အတူ အိမ္ျပန္မယ္။ 

계속	ဆက္တိုက္
·  저는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ကြ်န္ေတာ္ကေတာ့ကိုရီးယားစကား 

ကုိဆက္တိုက္ေလ့လာခ်င္တယ္။ 

· 계속 비가 오면 축구를 못 할  

거예요. 
ဆက္တုိက္ မိုးကရြာရင္ 
ေဘာလုံးကန္လုိ႕မရေတာ့ဘူး။ 

이따가	ခဏေနက်
·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오세요.   အခုေတာ့ အလုပ္မ်ားေနလုိ႔ 

ခဏေနက်လာခဲ႕ပါ။
·  우리 이따가 이야기 좀 할까요?  ခဏေနက် စကားနည္းနည္းေၿပာမလား။

1.	날씨가	어때요?
 ရာသီဥတု ဘယ္လုိလဲ။ 

2.	투안	씨는	우산이	있어요?
 ထူအန္းမွာ ထီးရိွလား။

ေသခ်ာနားေထာင္ လိုက္ဆိုျပီးျပီ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비가 와요.   2. 아니요, 없어요.

15 ရာသီဥတု သာယာလို႔ စိတ္ေပ်ာ္တယ္။  175174  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ရာသီဥတုႏွင့္ သင့္ရဲ႕ခံစားခ်က္အေၾကာင္းေျပာျခင္း။ 
□သဒၵါ  -네요,	-아서/어서

□ေဝါဟာရ  ရာသီဥတုနွင့္ ဥတုရာသီ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 ၄ရာသီ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49



ကိုရီးယားမွာ ၄ ရာသီရိွပါတယ္။ ရာသီဥတုက ရာသီအလိုက္ မတူကဲြျပားပါတယ္။ ရာသီ 
တစ္ခုခ်င္းစီရဲ႕ ရာသီဥတုကို ၾကည့္ၾကည့္ရေအာင္။ 

날씨가 좋다 ရာသီဥတု ေကာင္းသည္။

맑다 ၾကည္လင္သည္။ 

날씨가 나쁘다 ရာသီဥတုမေကာင္းဘူး။

흐리다 ရာသီဥတုအံု႕မိႈင္းသည္။ 

비가 오다 မိုးရြာသည္။ 

눈이 오다 ႏွင္းက်သည္။ 

바람이 불다 ေလတုိက္သည္။ 

그치다 (မိုး)တိတ္သည္။ 

· 봄은 따뜻해요. ေႏြးဦးကေတာ့ ေႏြးေထြးတယ္။ · 여름은 더워요. ေႏြရာသီကေတာ့ ပူတယ္။

· 가을은 시원해요. ေဆာင္းဦးကေတာ့ ေအးျမတယ္။ · 겨울은 추워요. ေဆာင္းကေတာ့ ခ်မ္းတယ္။

여름
ေႏြရာသီ

따뜻하다
ေႏြးေထြးသည္။ 

봄
ေႏြဦး

가을
ေဆာင္းဦး

시원하다
ေအးျမသည္။

춥다
ခ်မ္းသည္

겨울
ေဆာင္းရာသီ

덥다
ပူအုိက္သည္။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မ်ားကို ေျဖ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 따뜻하다 ㉢ 시원하다㉡ 덥다 ㉣ 춥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ပံုကုိ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စကားလုံးနဲ႕ ဆက္ေပးပါ။

① ③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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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날씨와 계절 ရာသီဥတုႏွင့္ ဥတုရာ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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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요’ ကေတာ့ အခုမွ သိလုိက္ရတာ ဒါမွမဟုတ္ အခုမွ ခံစားလုိက္ရတာ၊ ျမင္လိုက္ရတာေတြကို အာေမဍိတ္ 
သို႔မဟုတ္ မွတ္ခ်က္နဲ႔ေဖာ္ျပတဲ့အခါ သံုးပါတယ္။ ၾကိယာမွာ အသတ္ ပါပါ မပါပါ ‘-네요’ ပဲ သံုးပါတယ္။ 

· 가: 지금 추워요? အခု ေအးလား။
  나: 네, 좀 춥네요. ဟုတ္ကဲ့၊ နည္းနည္း ေအးတယ္။
· 가:   마웅 씨는 음식을 참 잘 만드네요.  

ေမာင္ေမာင္က ကုိရီးယား အစားအစာကုိ ေတာ္ေတာ္ ေကာင္းေကာင္း လုပ္တတ္တာပဲ။
  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ဟုတ္လား၊ ေက်းဇူးတင္ပါတယ္။

ပံုကုိ ၾကည့္ၿပီး(ဥပမာ)လုိမ်ိဳး ‘-네요’ ကုိ သုံးၿပီး စာေၾကာင္းကုိ ျဖည့္စြက္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네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2)

3)

4)

오늘은 날씨가 너무

                                         .

오늘은 날씨가 정말

                                         .

오늘은 날씨가 너무

                                         .

오늘은 비가 정말 많이

                                         .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따뜻하네요. ဒီေန႕ ရာသီဥတု တကယ္ ေႏြးတယ္။

정답   1) 덥네요  2) 시원하네요   3) 춥네요  4) 오네요

‘-네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ဝါက်ေတြကို ျပီးေအာင္ ေရးျဖည့္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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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네요 G15-1 

 ‘-네요’ ႏွင့္ ‘-는군요’

‘-네요’ နဲ႔ ‘-는군요’ ကေတာ့ အခုမွ သိလိုက္ရတာကို အာေမဍိတ္နဲ႔ ေဖာ္ျပတာခ်င္း တူပါတယ္။ ‘-네요’ 
ကေတာ့ ေျပာသူရဲ႕ ကုိယ္ေတြ႔ဆုိတာကို ေဖာ္ျပျပီး ‘-는군요’ ကေတာ့ တစ္ဖက္သားရဲ႕ အေတြ႕အၾကံဳမွာလည္း 
သံုးလုိ႔ရပါတယ္။ 

· 가: 한국까지 비행기로 10시간쯤 걸려요.

 나: 아, 여기 오는 데 10시간이나 걸리는군요.(O)/걸리네요.(X)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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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အန္းႏွင့္ ဆူရူက သူတို႔ၾကိဳက္ႏွစ္သက္ေသာ ရာသီအေၾကာင္းေျပာေနတယ္။ သူတို႕ 
ဘယ္ရာသီကို အၾကိဳက္ဆံုးလဲ။ အရင္ဆံုး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투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ဒီေန႕ေတာ့ ရာသီဥတု အရမ္း သာယာတယ္ေနာ္။ 

수루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ဟုတ္ကဲ့၊ အခုတေလာ ရာသီဥတုကေႏြးလုိ႔  

စိတ္အရမ္းေပ်ာ္တယ္။

투안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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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ဟုတ္ကဲ့၊ ကြ်န္ေတာ္ကေတာ့ ေႏြဦးကို အၾကိဳက္ဆုံးပဲ။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ထူအန္းေကာ ဘယ္ရာသီကုိ အၾကိဳက္ဆံုးလဲ။

투안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ကြ်န္ေတာ္ကေတာ့ ေဆာင္းရာသီကုိ အၾကိဳက္ဆုံးပဲ။ 

참	အရမ္း၊ ေတာ္ေတာ္ 

·  오늘 참 덥네요. 

 ဒီေန႕ အရမ္း ပူတယ္ေနာ္။ 

·  영화가 참 재미있어요.

   ရုပ္ရွင္က အရမ္း 
စိတ္ဝင္စားစရာေကာင္းတယ္။ 

무슨	ဘယ္ 

·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ကုိရီးယားမွာ ဘယ္အလုပ္ လုပ္ခ်င္လဲ။ 

·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ဘယ္အသီးကို ၾကိဳက္လဲ။

1.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ဒီေန႕ ရာသီဥတု ဘယ္လုိလဲ။ 

2.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ထူအန္းက ဘယ္ရာသီကုိ ၾကိဳက္ႏွစ္သက္လဲ။

3. 수루 씨는 왜 기분이 좋아요? ဆူရူက ဘာ့ေၾကာင့္ စိတ္ေပ်ာ္တာလဲ။ 

ဒီတစ္ခါ၊ သင္ဟာ ထူအန္းႏွင့္ ဆူရူအျဖစ္နဲ႕ စကားေျပာကို လိုက္ေျပာပါ။ 
ေသခ်ာနားေထာင္ၿပီးလိုက္ဆိုပါ။ ၿပီးရင္ ေအာက္ပါေမးခြန္းမ်ားကို ေျဖပါ။ ဆူရူနဲ႕ ထူအန္ရဲ႕ 
အၾကိဳက္ဆံုးရာသီက ဘယ္ရာသီေတြလဲ။ 

정답   1. 참 좋아요.  2. 겨울을 좋아해요.   3.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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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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ခံစားမႈႏွင့္ ခံစားခ်က္ အသံုးအႏႈန္းမ်ားကို ေလ့လာၾကည့္ရေအာင္။ 

기분이 좋다
စိတ္ေပ်ာ္သည္။

기쁘다
ေပ်ာ္ရႊင္သည္။ 

즐겁다
ၾကည္ႏူးသည္။ 

신나다
တက္ၾကြ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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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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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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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을 잘 쳐서 기분이 좋아요. စာေမးပြဲ ေကာင္းေကာင္းေျဖႏုိင္လုိ႕ စိတ္ေပ်ာ္တယ္။

 • 친구한테서 편지를 받아서 정말 기뻐요. သူငယ္ခ်င္းဆီက စာ ရလုိ႔ တကယ္ ေပ်ာ္တယ္။ 

 • 시험을 못 쳐서 기분이 나빠요. စာေမးပဲြ မေျဖနိုင္လုိ႔ စိတ္မေပ်ာ္ဘူး။ 

 • 영화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ရုပ္ရွင္က အရမ္း ဝမ္နည္းစရာေကာင္းလုိ႕ ငိုခဲ့တယ္။

 •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요. အလုပ္ အရမ္း မ်ားလုိ႔ ပင္ပန္းတယ္။ 

 • 어제 잠을 못 자서 졸려요. မေန႕က အိပ္လို႔မေပ်ာ္လုိ႔ အိပ္ငိုက္တယ္။ 

기분이 나쁘다
စိတ္ကြက္သည္၊ စိတ္ဆုိးသည္။ 

슬프다
ဝမ္းနည္းသည္။

피곤하다
ပင္ပန္းသည္။ 

졸리다
အိပ္ငိုက္သည္။ 

상쾌하다 လန္းဆန္းသည္။ 행복하다 ေပ်ာ္သည္။ 우울하다 စိတ္မရႊင္မလန္္းျဖစ္သည္။외롭다 အထီးက်န္သည္။

သင္ယူထားေသာ ေဝါဟာရမ်ားကို ျပန္လည္စဥ္းစားၿ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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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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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②     ㉡

③     ㉢

④     ㉣

슬프다

외롭다

피곤하다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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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나:  날씨가 따뜻해서 봄을 좋아해요.

1)

2)

3)

4)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나: 날씨가  가을을 좋아해요.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나: 눈이  겨울을 좋아해요.

가: 오늘 기분이 어때요?                       

나: 날씨가  기분이 좋아요.

가: 오늘 기분이 어때요?                       

나: 비가  기분이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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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 피곤하다㉡ 외롭다 ㉣ 기분이 좋다

ပံုကုိ 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ဝါဟာရနဲ႕ ဆက္ေပးပါ။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① ③②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178  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어휘 2  စကားေျပာ ၂ 기분과 감정 စိတ္ခံစားမႈႏွင့္ စိတ္ခံစားခ်က္ 



15 ရာသီဥတု သာယာလို႔ စိတ္ေပ်ာ္တယ္။  179

보기

‘-아서/어서’ ကို နားလည္လား။ေအာက္ပါစကားေျပာမွာ ကြက္လပ္ျဖည့္ပါ။ 

ပံုကုိ ၾကည့္ၿပီး(ဥပမာ)လိုမ်ဳးိ  ‘-아서/어서’ ကုိ သုံးၿပီး စကားေျပာကုိ ျဖည့္စြက္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서/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ဘယ္ရာသီကုိ ၾကိဳက္လဲ။ 

나:  날씨가 따뜻해서 봄을 좋아해요.   

  ရာသီဥတုက ေႏြးလုိ႔ ေႏြဦးရာသီကုိ ၾကိဳက္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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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나: 날씨가                                  가을을 좋아해요.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나: 눈이                                  겨울을 좋아해요.

가: 오늘 기분이 어때요?

나: 날씨가                                  기분이 좋아요.

가: 오늘 기분이 어때요?

나: 비가                                  기분이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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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시원해서 2) 와서 3) 좋아서 4) 와서

ၾကိယာ၊ ၾကိယာဝိသသနနဲ႕တြ ဲသံ ု း ၿပ ီ း ေရွ႕ကအေၾကာင္းအရာက ေနာက္က အေၾကာင္းအရာအတြက္ 
အေၾကာင္းျပခ်က္ျဖစ္တာကို ေဖာ္ျပတယ္။ 

ㅏ, ㅗ → -아서 ㅓ, ㅜ, ㅣ စသည္ျဖင့ ္→ -어서 하다 → 해서

가다 → 가서

좋다 → 좋아서

먹다 → 먹어서

있다 → 있어서

공부하다 → 공부해서

친절하다 → 친절해서

·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ဗိုက္ေအာင့္လို႔ ေဆးရံုသုိ႕ သြားခဲ႕တယ္။ 

· 약속이 있어서 먼저 집에 갔어요. ခ်ိန္းထားတာ ရိွလုိ႕ အရင္ အိမ္သုိ႕ ျပန္ခဲ့တယ္။

178  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문법 2  သဒၵါ ၂ -아서/어서 G15-2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아서/어서’  အဓိပၸါယ္က ‘ေၾကာင့္၊လို႕’ ျဖစ္ၿပီး၊ စာေၾကာင္းဆက္ သဒၵါအသံုးတစ္ခုပဲ ျဖစ္ပါတယ္။ ဒါေပမဲ့၊ 
အတိတ္ကာလျပနဲ႕ေတာ့ တြဲသံုးလို႕ မရပါ။ 

·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취소되었다. မုိးရြာလုိ႔ အခမ္းအနား ပ်က္သြား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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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ဥာဏ္စမ္းေမးခြန္း 

✚ 다음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계절은 뭐예요? 
 ေအာက္ပါ ပံုကုိၾကည့္ၿပီးေခါင္းထဲမွာ ေပၚလာေသာရာသီက ဘာေတြပါလဲ။

 ?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ဥပမာ)လုိမ်ိဳး လူၾကီးမင္းတုိ႕ နိုင္ငံရဲ႕ ရာသီႏွင့္ရာသီဥတုကုိ မိတ္ဆက္ၾကည့္ပါ။ 

보기 한국의	계절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여름은 날씨

가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옵니다. 가을은 날씨가 시원합니다. 겨울은 날씨가 

춥습니다. 그리고 눈이 옵니다.

ကုိရီးယားရဲ႕ဥတုရာသီ
ကုိရီးယားမွာေတာ့ ေႏြဦး၊ ေႏြ၊ ေဆာင္းဦး၊ ေဆာင္းဆိုၿပီး ရိွပါတယ္။ ေႏြရာသီကေတာ 
ရာသီဥတုက ပူပါတယ္။ ေနာက္ၿပီး မိုးအမ်ားၾကီး ရြာပါတယ္။ ေဆာင္းဦးကေတာ့ ရာသီဥတု 
ေအးျမပါတယ္။ ေဆာင္းကေတာ့ ရာသီဥတု ေအးပါတယ္။ ေနာက္ၿပီး ႏွင္းက်ပါတယ္။ 

<보기>처럼	여러분	나라의	계절과	날씨를	소개해	보세요.

정답   여름

정답   1) 따뜻합니다.   2) 눈이 옵니다.   3) 여름입니다.

ဖိလစ္ပိုင္မွာေတာ့ ကိုရီးယားႏွင့္ မတူဘဲ ၂ ရာသီရိွပါတယ္။ ေျခာက္ေသြ႕ရာသီႏွင့္ 
စိုစြတ္ရာသီတို႔ပဲျဖစ္ပါတယ္။ ကိုရီးယားမွာ ၄ရာသီရိွၿပီး ရာသီအလိုက္ ရာသီဥတုက 
မတူကဲြျပားပါတယ္။ ဥပမာကို ဖတ္ၿပီး ေအာက္ပါေမးခြန္းမ်ားကို ေျဖပါ။ 

✚ 알맞은 말에 하세요. မွန္ေသာ အေျဖတြင္  ျခစ္ေပးပါ။

(1) 봄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시원합니다. 
 ေႏြဦးကေတာ့ ရာသီဥတုက   ေႏြးတယ္။  ေအးျမတယ္။ 

(2) 겨울은 춥습니다. 그리고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ဆာင္းမွာေတာ့ ေအးတယ္။ ၿပီးေတာ့   မိုး ရြာတယ္။   ႏွင္းက်တယ္။ 

(3)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가을입니다. 

 ရာသီဥတုက အရမ္း ပူတယ္။ အခုေတာ့   ေႏြျဖစ္ပါတယ္  ေဆာင္းဦးျဖစ္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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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계절   ကုိရီးယားရဲ႕ ၄ရာသီ

겨울 ေဆာင္း 봄 ေႏြဦး 여름 ေႏြ 가을 ေဆာင္းဦး

12월 ဒီဇင္ဘာလ 3월 မတ္လ 6월 ဇြန္လ 9월 စက္တင္ဘာလ

1월 ဇန္္နဝါရီလ 4월 ဧၿပီလ 7월 ဇူလုိင္လ 10월 ေအာက္တုိဘာလ

2월 ေဖေဖာ္ဝါရီလ 5월 ေမလ 8월 ၾသဂုတ္လ 11월 နိုဝင္ဘာလ

정답   (1) 겨울 (2) 눈 (3) 덥습니다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내용 확인 ဥာဏ္စမ္းေမးခြန္း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ကြက္လပ္ျဖည့္ပါ။ 

(1) 12월부터 2월까지는 ‘  ’입니다. ၁၂လပိုင္းမွစၿပီး ၂လပိုင္းအထိကေတာ့ ေဆာင္းရာသီျဖစ္ပါတယ္။

(2) 겨울에는 ‘ ’이 옵니다. ေဆာင္းတြင္းမွာေတာ့ ႏွင္း က်ပါတယ္။ 

(3) 여름은 날씨가 ‘    ’. ေႏြရာသီကေတာ့ ရာသီဥတုက ပူပါတယ္။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 ကေတာ့ ဥတုရာသီနဲ႕ ပတ္သက္ေသာ ေဝါဟာရအေၾကာင္းျဖစ္ပါတယ္။ ေမးခြန္း 
၂ကေတာ့ ရာသီဥတုနဲ႕ ပတ္သက္ေသာ ေဝါဟာရအေၾကာင္းျဖစ္ပါတယ္။ ေသခ်ာနားေထာင္ၿပီး 
ၾကားလိုက္တာကို ေရြးပါ။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လုိက္တာကုိ ေရြးပါ။ 

1.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2.  ① 더워요  ② 추워요  ③ 맑아요  ④ 흐려요

Track 51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တာေသာ အေျဖကုိ ေရြးပါ။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အခု ဘာ ရာသီလဲ။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4.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ဒီေန႕ ရာသီဥတုက ဘယ္လုိလဲ။ 
 ① 비가 옵니다.  ② 눈이 옵니다.

 ③ 날씨가 좋습니다.  ④ 날씨가 흐립니다.

5. 남자는 무슨 계절을 좋아합니까?  ေယာက်္ားေလးက ဘယ္ရာသီကုိ ၾကိဳက္လဲ။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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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가을 ေဆာင္းဦး 

2. 여: 추워요. ေအးတယ္။ 

3. 남: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ဒီေန႕ ရာသီဥတု အရမ္း ေအးတယ္။ 

 여: 하지만 눈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ဒါေပမ့ဲ ႏွင့္းက်လုိ႕ စိတ္အရမ္းေပ်ာ္တယ္။ 

4. 남: 지금 비가 와요? အခုမုိးရြာလား။ 

 여: 아니요, 안 와요. 날씨가 아주 맑아요. ဟင့္အင္း၊ မရြာဘူး။ ရာသီဥတု အရမ္း သာယာတယ္။ 

5. 남: 수미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ဆူမီက ဘယ္ရာသီကုိ ၾကိဳက္လဲ။ 

 여: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ကြ်န္မကေတာ့ ေႏြရာသီကုိ ၾကိဳက္တယ္။ ထူအန္းေကာ။

 남: 전 봄을 좋아해요. ကြ်န္ေတာ္ကေတာ့ ေႏြရာသီကုိ ၾကိဳက္တ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③  5. ①

1. 남: 따뜻합니다. ေႏြးတယ္။ 

2. 남: 지금 날씨가 좋아요? အခုရာသီဥတု ေကာင္းလား။ 

 여: 아니요, 날씨가 안 좋아요. 흐리고 바람이 불어요. 

  ဟင့္အင္း၊ ရာသီဥတု မေကာင္းဘူး။ မုိးအံု႕ၿပီး ေလတုိက္ေန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④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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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လုိက္တာကုိေရြးပါ။ 

 ① 덥습니다 ② 춥습니다 ③ 시원합니다 ④ 따뜻합니다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တာကုိ ေရြးပါ။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အခု ရာသီဥတုက ဘယ္လုိလဲ။ 

 ① 바람이 붑니다.                  ② 비가 옵니다.

 ③ 날씨가 맑습니다.               ④ 날씨가 좋습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5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Jam 2 Sore.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필리핀에는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 

ဖိလစ္ပိုင္မွာေတာ့ ေဆာင္းရာသီ မရိွပါ။ ဒါ့ေၾကာင့္ ႏွင္းမက်ဘူး။

     ① 너무 추워요  ② 눈이 안 와요 ③ 겨울이 있어요  ④ 날씨가 흐려요

4.

 
가:                                                              ? 

나:  아주 좋아요. 맑아요. အရမ္းေကာင္းတယ္ ၾကည္လင္တယ္။ 

     ① 가을이 없어요   ② 비가 많이 와요

     ③ 오늘 날씨가 어때요  ④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5.

 
여름은 날씨가                               저는 여름을 안 좋아해요.

ေႏြရာသီကေတာ့ ရာသီဥတု ပူလုိ႕ ကြ်န္ေတာ္ကေတာ့ ေႏြရာသီကို မၾကိဳက္ဘူး။ 

     ① 없어서  ② 있어서 ③ 더워서  ④ 추워서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တ့ဲ စာေၾကာင္းကုိ ေရြးပါ။

1. ① 더워요.  ② 추워요.

③ 흐려요.  ④ 시원해요.

2. ① 슬픕니다.  ② 외롭습니다.

③ 행복합니다.  ④ 피곤합니다.

   15과_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13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더워요. ② 추워요. 

 ③ 흐려요. ④ 시원해요.

2.  ① 슬픕니다. ② 외롭습니다.

 ③ 행복합니다. ④ 피곤합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베트남에는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

 ① 너무 추워요  ② 눈이 안 와요

 ③ 겨울이 있어요 ④ 날씨가 흐려요

4. 가:  ?

 나: 아주 좋아요. 맑아요.

 ① 가을이 없어요  ② 비가 많이 와요

 ③ 오늘 날씨가 어때요  ④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5. 여름은 날씨가  저는 여름을 안 좋아해요.

 ① 없어서 ② 있어서

 ③ 더워서   ④ 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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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ခြန္း ၁ ကေတာ့ ရာသီဥတုနဲ႕ ပတ္သက္ေသာ အသံုး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၂ကေတာ့ 
စိတ္ခံစားမုွ အေၾကာင္းျဖစ္ပါတယ္။အေျဖမွန္ကို ေရြးပါ။

ေအာက္ပါေမးခြန္းေတြကေတာ့ ရာသီဥတုႏွင့္ ရာသီအေၾကာင္းပဲျဖစ္ပါတယ္။ ဘယ္ရာသီေတြရိွလဲနဲ႕ 
ဘယ္ရာသီဥတုနဲ႕ တူလဲဆိုတာ စဥ္စားၿပီးေမးခြန္းေတြ ေျဖၾကည့္ပါ။ 

정답   1. ④  2. ③  3. ②  4. ③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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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②  3. ①  4. ③  5. ④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စာေၾကာင္းကုိ ေရြးပါ။

1.  ① 비가 옵니다. ② 눈이 옵니다.

  ③ 날씨가 덥습니다. ④ 날씨가 따뜻합니다. 

2.  ① 기쁩니다. ② 슬픕니다.  

  ③ 졸립니다. ④ 즐겁습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3.

  

부모님께서 오늘 8시 비행기로 한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마중하러 지금 

                       에 가는 길입니다.

မိဘေတြက ဒီေန႕ ၈နာရီ ေလယာဥ္နဲ႕ ကိုရီးယား လာမယ္။ ဒါေၾကာင့္ မိဘေတြကုိ ၾကိဳဖို႕ အခု ေလဆိပ္သုိ႕ 
သြားေနတဲ့ လမ္းေပၚမွာပါ။

 ① 공항 ② 공장

 ③ 우체국 ④ 백화점 

4.

  

제 방에는 침대하고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에 가서 침대하고  

책상을 사려고 합니다.

ကြ်န္ေတာ့္အခန္းမွာ ကုတင္နဲ႕ စားပဲြလုိအပ္ပါတယ္။ ဒါ ့ေၾကာင့္ မနက္ျဖန္ ပရိေဘာဂဆုိင္သုိ႕ သြားၿပီး ကုတင္နဲ႕ 
စားပဲြ ဝယ္မလုိ႔ပါ။ 

 ① 서점 ② 음식점

 ③ 가구점 ④ 편의점 

5.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서 좀                        .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မေန႕က ေနာက္က်တဲ့အထိ အလုပ္လုပ္ခဲ့လုိ႕ နည္းနည္း ပင္ပန္းတယ္။ ဒီေန႕ေတာ့ အိမ္ေစာေစာ ျပန္ၿပီး 
နားခ်င္တယ္။ 

 ① 기쁩니다 ② 신납니다

 ③ 행복합니다 ④ 피곤합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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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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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ခ်ိန္ရတဲ့အခါ တင္းနစ္ရိုက္ဖို႔ ပံုမွန္ သြားပါတယ္။

정답    1. 독서    2. 낚시 

항상/언제나 အျမဲတမ္း    주로/보통 ပံုမွန္၊ မ်ားေသာအားျဖင့္    자주 မၾကာခဏ      가끔 တစ္ခါတစ္ေလ

1.	수루	씨의	취미는	뭐예요?	ဆူရူူရဲ႕ ဝါသနာက ဘာလဲ။

2.	투안	씨는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ထူအန္းကေရာ အခ်ိန္ရတဲ့အခါ ဘာလုပ္တတ္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အာက္မွာ ဆူရူနဲ႔ ထူအန္းတို႔ စကားေျပာေနတာေလးေတြကို ေဖာ္ျပထားပါတယ္။ သူတို႔ 
ႏွစ္ေယာက္ ဝါသနာေလးေတြ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ပါ။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투안	 수루	씨는	취미가	뭐예요?
  ဆူရူက ဘာ ဝါသနာပါလဲ။

수루	 제	취미는	독서예요.
  ကြ်န္ေတာ့္ ဝါသနာကေတာ့ စာဖတ္တာပါ။

	 	 투안	씨는	취미가	뭐예요?
  ထူအန္းကေရာ ဘာ ဝါသနာပါတာလဲ။ 

투안	 전	낚시를	좋아해요.
  ကြ်န္ေတာ္ကေတာ့ ငါးမွ်ားရတာ ၾကိဳက္တယ္။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가요.	
	 	 အဲဒါေၾကာင့္ အခိ်န္ရတဲ့အခါ ငါးမွ်ားဖို႔ မၾကာခဏ သြားပါတယ္။

시간이 있다 အခိ်န္ရသည္
⇔ 시간이 없다 အခိ်န္မရ ျဖစ္သည္

·가: 월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တနလၤာေန႔ အခိ်န္ရလား။
   나: 미안해요. 월요일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အားနာလုိက္တာ၊ တနလၤာေန႔မွာ 

အလုပ္မ်ားလုိ႔ အခိ်န္မရပါဘူး။
·언제 시간이 있어요?
   ဘယ္ေတာ့ေလာက္ 

အခိ်န္ရမလဲဟင္။

취미 ဝါသနာ
ထူအန္းကေတာ့ ဝါသနာပါတာေတြ 

အမ်ားၾကီးပဲ။

·제 취미는 낚시예요.

   ကြ်န္ေတာ့္ ဝါသနာကေတာ့ 

ငါးမွ်ားတာပါ။

·투안 씨는 취미가 많아요.

     ထူအန္ကေတာ့ ဝါသနာပါတာေတြ 

အမ်ားၾကီးပဲ။

Tip 빈도 부사 အၾကိမ္အေရအတြက္ျပ ၾကိယာဝိေသသနမ်ား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ဝါသနာအေၾကာင္း ေျပာဆိုႏိုင္ျခင္း
□သဒၵါ  -(으)ㄹ	때,	-(으)러	가다

□ေဝါဟာရ  ဝါသနာ၊ အားကစား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ဝါသနာႏွင့္ အေပ်ာ္တမ္း သင္တန္း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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ဒါကေတာ့ ဝါသနာမ်ိဳးစံုနဲ႔ သက္ဆိုင္တဲ့ အသံုးအႏႈန္းေ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16과_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135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이 계속되는 동안이나 시간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 때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 때

1) 가: 운동을 매일 해요?

나: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2) 가: 언제 기분이 좋아요?

나: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3) 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났어요?

나: 제주도를 여행할 때 만났어요.

어휘 1 취미  Hobbies

문법 1 -(으)ㄹ 때

독서하다 낚시하다 여행하다 등산하다
to read to go fi shing to travel to hike

사진을 찍다 외국어를 배우다 콘서트를 보다 운동 경기를 보다
to take pictures to learn foreign languages to go for a concert to watch sports games

음악을 듣다 기타를 치다 피아노를 치다 춤을 추다
to listen to music to play the guitar to play the piano to dance

-(으) ㄹ 때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the duration of 
time when something takes place. 
When a stem ends in a vowel or ㄹ,  
ㄹ-때 is added.
When a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 때 is added.

‘ㄷ’ 불규칙:   어간의 끝 음절 자음 ‘ㄷ’이 다른 모음을 만나면 ‘ㄹ’로 바뀐다.
ㄷ irregular: If ㄷ as the fi nal consonant of the stem meets another vowel, ㄷ becomes ㄹ.

예)   듣(다) + 어요 = 들어요

걷(다) + 을래요 = 걸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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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하다
စာဖတ္သည္

낚시하다
ငါးမွ်ားသည္

여행하다
ခရီးသြားသည္

등산하다
ေတာင္တက္သည္

사진을 찍다
ဓာတ္ပံုရိုက္သည္

외국어를 배우다
နိုင္ငံျခားဘာသာစကား ေလ့လာသည္

콘서트를 보다
ဂီတပဲြ ၾကည့္သည္

운동 경기를 보다
အားကစားျပိဳင္ပဲြ ၾကည့္သည္

   16과_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135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이 계속되는 동안이나 시간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 때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 때

1) 가: 운동을 매일 해요?

나: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2) 가: 언제 기분이 좋아요?

나: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3) 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났어요?

나: 제주도를 여행할 때 만났어요.

어휘 1 취미  Hobbies

문법 1 -(으)ㄹ 때

독서하다 낚시하다 여행하다 등산하다
to read to go fi shing to travel to hike

사진을 찍다 외국어를 배우다 콘서트를 보다 운동 경기를 보다
to take pictures to learn foreign languages to go for a concert to watch sports games

음악을 듣다 기타를 치다 피아노를 치다 춤을 추다
to listen to music to play the guitar to play the piano to dance

-(으) ㄹ 때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the duration of 
time when something takes place. 
When a stem ends in a vowel or ㄹ,  
ㄹ-때 is added.
When a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 때 is added.

‘ㄷ’ 불규칙:   어간의 끝 음절 자음 ‘ㄷ’이 다른 모음을 만나면 ‘ㄹ’로 바뀐다.
ㄷ irregular: If ㄷ as the fi nal consonant of the stem meets another vowel, ㄷ becomes ㄹ.

예)   듣(다) + 어요 = 들어요

걷(다) + 을래요 = 걸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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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듣다   
သီခ်င္း နားေထာင္သည္

기타를 치다
ဂီတာတီးသည္

피아노를 치다
စႏၵရားတီးသည္

춤을 추다
က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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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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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때’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때.’

가: 날씨가 좋을 때 뭐 해요?

나: 등산해요.

보기

1)  가:  뭐 해요?

  나: 집에서 책을 읽어요.

2)  가:  뭐 해요?

  나: 노래를 불러요.

3)  가:  뭐 해요?

  나: 음악을 들어요.

4)  가:  뭐 해요?

  나: 많이 자요.

①     ㉠

②     ㉡

③     ㉢

④     ㉣

낚시하다

독서하다

등산하다

여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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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하다 ㉢ 등산하다㉡ 독서하다 ㉣ 여행하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 အသုံးအႏႈန္းနဲ႔ မ်ဥ္းေၾကာင္းဆဲြ ဆက္သြယ္ပါ။

① ③② ④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၀ါဟာရ ၁ 취미 ဝါသနာ 

‘ㄷ’ က မူလ ၾကိယာရဲ႕ ေနာက္ဆံုးေနရာမွာ ဗ်ည္းအျဖစ္ရိွေနျပီး သရ ေနာက္တစ္ခုနဲ႔ ေပါင္းစပ္တဲ့ အခါ ‘ㄷ’ က ‘ㄹ’

ျဖစ္သြားပါတယ္။
예) 듣(다) +어요 =들어요, 걷(다) +을래요 =걸으래요

‘ㄷ’ အသတ္ျဖင့္ ဆုံးေသာ ၾကိယာ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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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으)ㄹ 때’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때’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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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가:                                           뭐 해요?

나: 집에서 책을 읽어요.

가:                                           뭐 해요?

나: 노래를 불러요.

가:                                           뭐 해요?

나: 음악을 들어요.

가:                                           뭐 해요?

나: 많이 자요.

ျပဳျခင္းျပ၊ ျဖစ္ျခင္းျပၾကိယာမ်ားနဲ႔ တဲြဖက္ျပီး တစ္စံုတစ္ရာ ျပဳ/ျဖစ္ေနခ်ိန္(ကာလ)ကို ေဖာ္ျပလိုတဲ့အခါ သံုးပါတယ္။

자음 (ဗ်ည္း) → -을 때 모음 (သရ) ‘ㄹ’ → -ㄹ 때

읽다 → 읽을 때
자다 → 잘 때

놀다 → 놀 때

· 가: 운동을 매일 해요? အားကစား ေန႔တိုင္း လုပ္လား။
  나: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ဟင့္အင္း၊ အခိ်န္ ရတဲ့အခါ လုပ္ပါတယ္။
· 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났어요? အဲ့ဒီလူကုိ ဘယ္တုန္းက ေတြ႕ခဲ့တာလဲ။
  나: 여행할 때 만났어요. အလည္သြားတုန္းက ေတြ႕ခဲ့တာပါ။

‘-(으)ㄹ 때’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보기
가: 날씨가 좋을 때 뭐 해요? ရာသီဥတု သာယာတ့ဲအခါ ဘာလုပ္ျဖစ္လဲ။

나: 등산해요. ေတာင္တက္သြားျဖစ္ပါတယ္။

정답   1) 비가 올 때    2) 기분이 좋을 때    3) 화가 날 때    4) 피곤할 때

문법 1  သဒၵါ ၁ -(으)ㄹ 때 G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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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င္ဆူနဲ႔ ရီဟန္တို႕ ႏွစ္ေယာက္ နားရက္မွာ တစ္ခုခု လုပ္ဖို႔ ေျပာေနၾကတယ္။ သူတို႔ ဘာလုပ္ဖို႔ 
စီစဥ္ေနလဲ ခန္႔မွန္းၾကည့္ရေအာင္။ အရင္ဆံုး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ပီးရင္ေတာ့ မင္ဆူနဲ႔ ရီဟန္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ပါ။ 

1.	리한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ရီဟန္က နားရက္မွာ မ်ားေသာအားျဖင့္ ဘာလုပ္ျဖစ္လဲ။

2.	두	사람은	내일	뭘	할	거예요?	သူတုိ႔ ႏွစ္ေယာက္ မနက္ျဖန္ ဘာလုပ္ၾကမွာ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운동해요.   2. 축구를 할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모임입니다. 

ဝါသနာတူ လူေတြ စုေပါင္း ဖဲြ႕စည္းထားတဲ့ အေပ်ာ္တမ္း အသင္းအဖဲြ႕ေတြ  ျဖစ္ပါတယ္။

축구 동호회

ေဘာလုံးအသင္း
등산 동호회

ေတာင္တက္အသင္း
사진 동호회

ဓာတ္ပံုအသင္း
요리 동호회

အခ်က္အျပဳတ္အသင္း

Tip 취미 활동 동호회 ဝါသနာတူမ်ား အသင္းအဖြဲ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53

민수	 리한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ရီဟန္ နားရက္မွာ မ်ားေသာအားျဖင့္ ဘာလုပ္ျဖစ္လဲ။

리한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해요.
   ကြ်န္ေတာ္က အားကစားကုိ ၾကိဳက္ေတာ့ ပံုမွန္ အားကစား ပံုမွန္ 

လုပ္ျဖစ္ပါတယ္။ 

민수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ဘယ္အားကစားကုိ  အၾကိဳက္ဆုံးလဲ။

리한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ဘာလုံးကန္တာကုိ  အၾကိဳက္ဆုံးပါပဲ။

민수	 그래요?	그러면	내일	저하고	

	 같이	축구하러	갈래요?	
   ဟုတ္လား။ ဒါဆို မနက္ျဖန္ ကြ်န္ေတာ္နဲ႔  

အတူတူ ေဘာလုံးကန္ဖို႔ သြားၾကမလား။ 

리한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ကာင္းသားပဲ။ အတူတူ သြားၾကမယ္ေလ။  

ကြ်န္ေတာ္လည္း ေဘာလံုး ကန္ခ်င္ေနတာ။

N하고 같이 Nနဲ႔ အတူတူ
နာမ္/နာမ္စားနဲ႔ တဲြဖက္ျပီး တစ္ေယာက္ေယာက္နဲ႔
တစ္ခုခု အတူတူ လုပ္တာကုိ ညႊန္းသည္။
· 오늘은 친구하고 같이 등산해요.
   ဒီေန႔ေတာ့ သူငယ္ခ်င္းနဲ႔ အတူတူ 

ေတာင္တက္မယ္။ 

· 어제 동생하고 같이 시장에 갔어요.
   မေန႔က ညီမေလးနဲ႔ အတူတူ 

ေစ်းသြားခဲ့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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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စား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13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운동 Sports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장소에 가는 목적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러 가다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러 가다

1) 가: 어디 가요?

나: 운동하러 가요.

2)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전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3) 가: 시간 있을 때 뭐 해요?

나: 저는 사진 찍으러 자주 가요.

문법 2 -(으)러 가다

축구하다 농구하다 야구하다 수영하다
to play soccer to play basketball to play baseball to swim

테니스를 치다 배드민턴을 치다 볼링을 치다 골프를 치다
to play tennis to play badminton to bowl to play golf

스케이트를 타다 스키를 타다 자전거를 타다
to skate to ski to bike

-(으)러 가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speaker's intention of 
going to a certain place.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러 가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러 가다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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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다
ေဘာလုံးကန္သည္

농구하다
ဘတ္စကတ္ေဘာကစားသည္

야구하다
ေဘ့စ္ေဘာကစားသည္

수영하다
ေရကူးသည္

테니스를 치다   
တင္းနစ္ရိုက္သည္

배드민턴을 치다
ၾကက္ေတာင္ရိုက္သည္

볼링을 치다
ဘုိးလင္းပစ္သည္

골프를 치다
ေဂါက္သီးရိုက္သည္

스케이트를 타다  
စကိတ္စီးသည္

스키를 타다
ႏွင္းေလွ်ာစီးသည္

자전거를 타다
စက္ဘီးစီး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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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with the appropriate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러 가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러 가다.’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축구하러 가요.
보기

1)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2)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3)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4)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①     ㉠

②     ㉡

③     ㉢

④     ㉣

수영하다

축구하다

농구하다

야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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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다 ㉢ 농구하다㉡ 축구하다 ㉣ 야구하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 အသုံးအႏႈန္းနဲ႔ မ်ဥ္းေၾကာင္းဆဲြ ဆက္သြယ္ပါ။

① ③② ④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   2) ㉢   3) ㉣   4) ㉠

어휘 2  ေဝါဟာရ ၂ 운동 အားက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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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နဲ႔ တြဲဖက္ျပီး ျပဳသူက တစ္ေနရာရာကို ဘာလုပ္ဖို႔ သြားတာလဲ ဆိုတာကို ျပခ်င္တဲ့အခါ သံုးပါတယ္။ 
ျပဳျခင္းျပၾ ကိယာေတြျဖစ္တဲ့ ‘가다(သြားသည္)’, ‘오다(လာသည္)’ နဲ႔ ‘다니다(တက္ေရာက္သည္)’ တို႔ကို ‘-(으)러’ ရဲ႕ 
ေနာက္မွာ သင့္ေတာ္သလို ေရြးခ်ယ္ အသံုးျပဳႏိုင္ပါတယ္။  

자음 (ဗ်ည္း) → -으러 가다/오다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러 가다/오다

찾다 → 찾으러 가다/오다
쉬다 → 쉬러 가다/오다

놀다 → 놀러 가다/오다

·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운동하러 갈 거예요. နားရက္မွာ သူငယ္ခ်င္းနဲ႔ အတူတူ အားကစားလုပ္ဖို႔ သြားမလုိ႔ပါ။
· 가: 시간 있을 때 뭐 해요? အခိ်န္ရတဲ့အခါ ဘာလုပ္ျဖစ္လဲ။
   나: 주로 사진 찍으러 가요. ပံုမွန္အားျဖင့္ေတာ့ ဓာတ္ပံုရိုက္ဖို႔ သြားျဖစ္ပါတယ္။

‘-았/었-’ သို႔မဟုတ္ ‘-겠’ ကိုေတာ့ ‘-(으)러’ မွာ မေပါင္းရပါဘူး။ ၾကိယာ ‘가다, 오다’ မွာ ေပါင္းရပါတယ္။ 

보기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으)러 가다’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러	가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အခိ်န္ရတ့ဲအခါ ဘာလုပ္ျဖစ္လဲ။

나: 축구하러 가요.  ေဘာလုံးကန္ဖို႔ သြားပါတယ္။

1) 

2)

3)

4)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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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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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하다

야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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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농구하러 가요  2) 테니스를 치러 가요  3) 골프를 치러 가요  4) 자전거를 타러 가요

‘-(으)러 가다/오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으)러 가다/오다 G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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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리한 씨는 취미가 뭐예요? ရီဟန္က ဘာဝါသနာပါလဲ။

나: 제 취미는 요리예요. ကြ်န္ေတာ့္ ဝါသနာကေတာ့ ဟင္းခ်က္တာပါ။

가: 언제 요리해요? ဘယ္အခိ်န္ေတြမွာ ဟင္းခ်က္ျဖစ္လဲ။

나:  시간이 있을 때 가끔 요리해요.  အခ်ိန္ရတဲ့အခါ တစ္ခါတစ္ေလ ခ်က္ပါတယ္။ 

<보기>처럼	친구들의	취미를	조사해	보세요.	ဥပမာမွာ ျပထားသလုိ သူငယ္ခ်င္းရဲ႕ ဝါသနာကုိ ေမးစမ္းၾကည့္ပါ။ 

이름 အမည္ 취미 ဝါသနာ 언제 အခိ်န္

보기  리한 요리
အခ်က္အျပဳတ္

시간 있을 때 가끔
အခိ်န္ရတဲ့အခါ  တစ္ခါတစ္ေလ

1) 투안 등산
ေတာင္တက္

기분이 안 좋을 때
စိတ္ညစ္ညဴးတဲ့အခါ

2)

3)

4)

5)

정답   배드민턴

퀴즈 ဥာဏ္စမ္းေမးခြန္း 

✚ 다음 문장을 보고 생각나는 운동을 이야기해 보세요. 
 ေအာက္ပါ ဝါက်မ်ားကုိ ဖတ္ျပီးေနာက္ စိတ္ထဲ ေပၚလာတဲ့ အားကစား အမိ်ဳးအစားကုိ ေျပာၾကည့္ပါ။ 

공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ဘာလုံးနဲ႔ ကစားရတဲ့ အားကစား ျဖစ္ပါတယ္။ 

공에 날개가 있어요. ေဘာလုံးမွာ ေတာင္ပံ ပါပါတယ္။

두 사람 이상 할 수 있어요. လူႏွစ္ေယာက္နဲ႔ အထက္ ကစားလုိ႔ ရပါတယ္။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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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복지관, 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는 외

국인들의 즐거운 한국생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

육, 컴퓨터, 태권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ရပ္ရြာေဒသ အသီးသီးရိွ လူမႈဝန္ထမ္းဦးစီးဌာန၊ ႏုိင္ငံျခားသားလုပ္သားေထာက္ပံ့ေရးစင္တာ၊ 
ယဥ္ေက်းမႈ ေပါင္းစံု ေထာက္ပံ့ေရးစင္တာေတြကေန ႏုိင္ငံျခားသားမ်ားရဲ႕ ေပ်ာ္ရႊင္ဖြယ္ ကိုရီးယား 
လူေနမႈဘဝအတြက္ အမိ်ဳးေပါင္းမ်ားစြာေသာ ပညာေပး အစီအစဥ္မ်ားကို ပံ့ပိုးကူညီေပးလ်က္ရိွပါတယ္။ 
ကိုရီးယားဘာသာစကား သင္တန္း၊ ကြန္ပ်ဴတာႏွင့္ တိုက္ကြမ္ဒို သင္တန္းေတြကေနတစ္ဆင့္ မိမိ 
ဝါသနာပါရာကို ေရြးခ်ယ္ သင္ယူႏုိင္ပါတယ္။

취미 활동 프로그램 
ဝါသနာအရ လႈပ္ရွားမႈ အစီအစဥ္မ်ား 

한국어 수업
ကုိရီးယားဘာသာစကား သင္တန္း

태권도 수업
တုိက္ကြမ္ဒို သင္တန္း

컴퓨터 수업
ကြန္ပ်ဴတာ သင္တန္း

요리 수업
ဟင္းခ်က္ သင္တန္း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14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독서예요.                     ② 독서할래요.

 ③ 독서 안 해요.                ④ 독서하고 싶어요.

4. ① 낚시하러 가요.                ② 제 취미는 낚시예요.

 ③ 친구하고 같이 해요.          ④ 시간이 있을 때 해요.

5. ① 일요일에 해요.                ② 테니스 치러 가요.

 ③ 내일이 주말이에요.            ④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Track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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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ကုိ ေရြးပါ။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မယ့္ အေျဖကုိ ေရြးပါ။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독서예요.  ② 독서할래요.

 ③ 독서 안 해요.  ④ 독서하고 싶어요.

4.  ① 낚시하러 가요.  ② 제 취미는 낚시예요.

 ③ 친구하고 같이 해요.  ④ 시간이 있을 때 해요.

5.  ① 일요일에 해요.  ② 테니스 치러 가요.

 ③ 내일이 주말이에요.  ④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Track 54

ေမးခြန္း နံပါတ္ ၁နဲ႔ ၂မွာေ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စကားလံုးကို ေ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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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독서 စာဖတ္ျခင္း     ② 여: 낚시 ငါးမွ်ားျခင္း

 ③ 여: 여행 ခရီးထြက္ျခင္း              ④ 여: 등산 ေတာင္တက္ျခင္း

2. ① 남: 축구 ေဘာလုံးကစားျခင္း  ② 남: 농구 ဘတ္စကတ္ေဘာကစားျခင္း

 ③ 남: 야구 ေဘ့စ္ေဘာကစားျခင္း              ④ 남: 수영 ေရကူးျခင္း

3. 여: 취미가 뭐예요? ဘာဝါသနာပါသလဲ။

4. 남: 주로 언제 낚시를 해요? ပုံမွန္ ဘယ္အခိ်န္ေလာက္ ငါးမွ်ားေလ့ရွိလဲ။

5. 여: 주말에 보통 뭐 해요? နားရက္မွာ မ်ားေသာအားျဖင့္ ဘာလုပ္ေလ့ရွိလဲ။

듣기 대본  စာသား 

1. 남: ①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ဂီတာတီးေနပါတယ္။
 남: ②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စႏၵရားတီးေနပါတယ္။
   남: ③ 기타를 고치고 있습니다. ဂီတာျပင္ေနပါတယ္။
 남: ④ 피아노를 고치고 있습니다. စႏၵရားျပင္ေနပါတယ္။

2. 여: 리한 씨, 요즘도 바빠요? ရီဟန္ အခုတစ္ေလာေရာ အလုပ္မ်ားေသးလား။
 남: 어제까지 야간근무가 있어서 좀 바빴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말까지는 별로 바쁘지 않아요. 
    မေန႔ကအထိ ညဆိုင္းအလုပ္ ရိွလုိ႔ နည္းနည္း အလုပ္မ်ားခ့ဲပါတယ္။ ဒီေန႔ကေန ေနာက္အပတ္ နားရက္အထိေတာ့ 

သိပ္ အလုပ္ မမ်ားပါဘူး။
 여: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배워 보려고 하는데 혹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ဟုတ္လား။ ကြ် န္မ စက္ဘီးစီး သင္ၾကည့္မလားလုိ႔ အ့ဲဒါ ျဖစ္ႏုိင္ရင္ တစ္ဆိတ္ေလာက္ သင္ေပးႏုိင္မလားလုိ႔ပါ။ 
 남: 그럼요. 주말에 같이 공원에 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ဒါေပါ့ဗ်ာ။ နားရက္မွာ အတူတူ ပန္းျခံကုိ သြားၾကမယ္ေလ။ ကြ် န္ေတာ္ သင္ေပးမွာေ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②   2. ③  3. ①   4. ④   5. ② 

정답   1. ①  2. ④  

1.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ပုံထဲကလူ ဘာလုပ္ေနတာလဲ။

   ①                ②                ③               ④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ပီး ေမးခြန္းအတြက္ သင့္ေတာ္ရာ အေျဖကုိ ေရြးပါ။

    남자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ယာက္်ားေလးက ဒီတစ္ပတ္ နားရက္မွာ ဘာလုပ္မွာပါလဲ။

 ① 자전거를 배울 겁니다. ② 야간 근무를 하러 갈 겁니다. 

 ③ 여자와 공원에서 산책을 할 겁니다. ④ 여자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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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 2 Sore.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3.

 

제 취미는 낚시예요. 저는 낚시가 정말                            .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항상 낚시를 

하러 가요.

ကြ်န္ေတာ့္ ဝါသနာကေတာ့ ငါးမွ်ားတာပါ။ ကြ်န္ေတာ္ ငါးမွ်ားရတာ အရမ္း ၾကိဳက္ပါတယ္။ အဲဒါေၾကာင့္ အခိ်န္ 
ရတဲ့အခါ အျမဲ ငါးမွ်ားဖို႔ အျမဲ သြားပါတယ္။ 

     ① 슬퍼요  ② 좋아요 ③ 맛있어요  ④ 재미없어요

4.

 
가:                                        ? 

나:  전 주로 자전거를 타러 가요. ကြ်န္ေတာ္ စက္ဘီးစီးဖို႔ ပံုမွန္ သြားျဖစ္ပါတယ္။ 

     ① 왜 자전거를 타요   ② 주말에 보통 뭐 해요

     ③ 누구하고 자전거를 타요  ④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5.

 
가: 무슨                          을 좋아해요? ဘယ္အားကစားကုိ ၾကိဳက္လဲ။

나:  전 축구를 좋아해요. ကြ်န္ေတာ္ကေတာ့ ေဘာလံုးကစားရတာကုိ ၾကိဳက္ပါတယ္။

     ① 음식  ② 계절 ③ 요일  ④ 운동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

1. ① 피아노를 쳐요.  ② 음악을 들어요.

③ 사진을 찍어요.  ④ 외국어를 배워요.

2. ① 축구해요.  ② 수영해요.

③ 테니스를 쳐요.  ④ 자전거를 타요.

   16과_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14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피아노를 쳐요.  ② 음악을 들어요. 

 ③ 사진을 찍어요.  ④ 외국어를 배워요.

2.  ① 축구해요.  ② 수영해요. 

 ③ 테니스를 쳐요.  ④ 자전거를 타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제 취미는 낚시예요. 저는 낚시가 정말 .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항상 낚시를 하러 가요.

① 슬퍼요  ② 좋아요 

③ 맛있어요  ④ 재미없어요

4. 가: ?

 나: 전 주로 자전거를 타러 가요.

① 왜 자전거를 타요                  ② 주말에 보통 뭐 해요

③ 누구하고 자전거를 타요            ④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5. 가: 무슨 을 좋아해요?

 나: 전 축구를 좋아해요.

① 음식            ② 계절           

③ 요일  ④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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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နံပါတ္ ၁နဲ႔ ၂မွာေ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ရမွာပါ။ ေပးထားတဲ့ ပံုနဲ႔ 
သင့္ေတာ္တဲ့ ဝါက်ကို ေရြးပါ။

ေအာက္ပါ ေမးခြန္းေတြအတြက္ ဝါက်ေတြ၊ စကားေျပာေတြကို ဖတ္ျပီး ကြက္လပ္ျဖည့္ဖို႔ မွန္ကန္တဲ့ 
အသံုးအႏႈန္းေတြကို ေရြးေပးရမွာပါ။ အရင္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②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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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 စကားလုံးကုိ ေရြးပါ။

  ① 수영 ② 등산

  ③ 스키 ④ 볼링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2.

 

요즘 토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타를               게 어렵지만 재미

있습니다. 

အခုတစ္ေလာ စေနေန႔တုိင္း ယဥ္ေက်းမႈစင္တာမွာ ဂီတာတီးသင္ေနပါတယ္။ ဂီတာတီးရတာ ခက္ေပမယ့္ အရမ္္း စိတ္ 
ဝင္စားစရာ ေကာင္းပါတယ္။

 ① 보는 ② 타는  ③ 찍는 ④ 치는 

3. 여권을 만들려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에 여권 사진을               시내에 있는 사진

관에 다녀왔습니다.

ႏုိင္ငံကူးလက္မွတ္ လုပ္ဖို႔ဆိုရင္ ဓာတ္ပံု လိုပါတယ္။ ျပီးခဲ့တဲ့ အပတ္ နားရက္မွာ ပတ္စပို႔ဓာတ္ပံု ရိုက္ဖို႔ ျမိဳ႕ထဲက 
ဓာတ္ပံုဆုိင္ကုိ သြားျပီးျပန္လာခဲ့ပါတယ္။

 ① 찍으러 ② 시키러  ③ 부르러 ④ 만나러 

정답   1. ③  2. ④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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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05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လွ်ာလိပ္သံက ‘ㄹ’ တစ္ခုပဲ ရွိပါတယ္။ အဲဒီ ‘ㄹ’ ဟာ သရ ႏွစ္ခုအၾကားမွာ ရွိရင္ [ r ]သံ 
ထြက္ျပီး အသတ္ ေနရာမွာ ရွိရင္ေတာ့ [ l ]သံ ထြက္ပါတယ္။

(1) 다리, 우리, 노래, 소리

(2) 달, 말, 쌀, 솔, 하늘



ေအာက္မွာ ရီဟန္နဲ႔ ထူအန္းတို႔ စကားေျပာေနတာေလးကို ေဖာ္ျပထားပါတယ္။ သူတို႔ ႏွစ္ေယာက္ 
ခရီးသြား အေတြ႕အၾကံဳေလးေတြ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ပါ။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투안	 리한	씨는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ရီဟ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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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네,	정말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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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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သြားၾကည့္ခ်င္လိုက္တာ။

특히 အထူးသျဖ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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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은 아주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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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ကိုရီးယား အစားအစာက အရမ္း 
အရသာရိွတယ္။ အထူးသျဖင့ ္
ထမင္းသုပ္က အရသာရိွတယ္။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1.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ရီဟန္က ဘယ္ကို ေရာက္ဖူးတာ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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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제주도        2. 바다가 아름다워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တြ႕အၾကံဳေဟာင္းမ်ား ေဆြးေႏြးႏိုင္ျခင္းႏွင့္ 
ခရီးထြက္ရန္ ျပင္ဆင္ႏိုင္ျခင္း

□သဒၵါ  -아/어	보다,	-(으)ㄹ	거예요

□ေဝါဟာရ    ခရီးသြားမ်ား ၾကိဳက္ႏွစ္သက္ေလ့ ရိွေသာ ေနရာမ်ား 
ခရီးထြက္ရန္ ျပင္ဆင္ျခင္းႏွင့္ လႈပ္ရွားသြားလာမႈ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ရွိ လည္ပတ္စရာ ေနရာ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55

어땠어요? ဘယ္လိုေနလဲ။
တစ္ဖက္သားရဲ႕  အေတြ႔အၾကံဳနဲ႔ 
ပတ္သက္တဲ့ အေျခအေန၊ အျမင္တုိ႔ကို 
ေမးေသာအခါ သုံးသည္။

·가:   어제 구경한 집은 어땠어요?
  မေန႔က သြားၾကည့္တဲ့ အိမ္က 

ဘယ္လုိေနလဲ။

   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월세가 좀 비쌌어요. 

    သန္႔လုိ႔ သေဘာက်ေနတာ... 
ဒါေပမယ့္ လခက နည္းနည္း 
ေစ်းၾကီး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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ဒါကေတာ့ ကိုရီးယားမွာရိွတဲ့ ခရီးသြားစရာ ေနရာေတြ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လးေ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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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အာက္က 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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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စ္ 

바다
ပင္လယ္

섬
ကြ်န္း

온천
ေရပူ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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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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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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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145 2014-06-11   오전 9:29:07

유적지
သမိုင္းဝင္ေျမ

민속촌
တုိင္းရင္းသားေက်းရြာ 

놀이공원
ကစားကြင္း

드라마 촬영지
ရုပ္ရွင္ရိုက္ကြ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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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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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있을 때: -해 보다

1)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아니요, 안 가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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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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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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cave fall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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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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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다
လွပသည္

유명하다
နာမည္ေက်ာ္ၾကားသည္ 

경치가  좋다
ရႈခင္းလွသည္

사람들이 친절하다
လူေတြက ေဖာ္ေရြသည္

산
ေတာင္

동굴
လိႈဏ္ဂူ

폭포
ေရတံခြန္

호수
ေရကန္

어휘 1  ေ၀ါဟာရ ၁ 여행지 ခရီးသြား ေဒသ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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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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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아/어 보다’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ပါတယ္။ 

1)

2)

3)

4)

바다에서                             .

불고기를                             .

한복을                             .

김치를                             .

“ၾကိယာနဲ႔ တြဲျပီး စမ္းသပ္ၾကည့္မႈနဲ႔ အေတြ႔အၾကံဳကို ေဖာ္ျပတဲ့အခါ သံုးပါတယ္။ စမ္းသပ္ၾကည့္မႈပံုစံကေတာ ့
‘-아/어 봐요’ နဲ႔ ‘-아/어 보세요’ ေတြ ျဖစ္ျပီး ‘-아/어 봤다’  ကေတာ့ လုပ္ဖူးတယ္ဆုိတဲ့ အေတြ႔အၾကံဳ ျဖစ္ပါတယ္။ 
သူက ၾကိယာ ‘보다’ နဲ႔ တြဲမသံုးပါ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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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 가 보다

앉다 → 앉아 보세요.

먹다 → 먹어 보다

읽다 → 읽어 보다

공부하다 → 공부해 보다

운동하다 → 운동해 보다

· 이 옷을 입어 보세요. ဒီ အကၤ် ီကုိ ဝတ္ၾကည့္ပါ။
·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ကုိရီးယားမွာ ရိွတုန္း ခရီးေတြ အမ်ားၾကီး ထြက္ခ်င္ပါတယ္။
·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လား။
  나:   네, 가 봤어요. 마웅 씨도 한번 가 보세요.  

ဟုတ္ကဲ့၊ ေရာက္ဖူးတယ္။ ေမာင္ေမာင္္လည္း တစ္ခါေလာက္ သြားၾကည့္ပါလား။

정답   1) 수영해 봤어요   2) 먹어 봤어요   3) 입어 봤어요   4) 담가 봤어요

문법 1  သဒၵါ ၁ -아/어 보다 G17-1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မန္မာစာမွာေတာ့ -ၾကည့္သည္ကို ဘယ္ၾကိယာေနာက္မွာမဆို တန္းကပ္ေရးလို႔ ရေပမယ့္ ကိုရီးယားစာမွာေတာ 
보다 ရဲ႕ ေရွ႕က ၾကိယာေပၚမွာ မူတည္ျပီး ‘-아/어 보다’ နဲ႔ ‘해 보다’ ထဲကေန ေရြးျပီး ေပါင္းစပ္ေပးရပါတယ္။

·한국음식을 먹어 보세요. ကုိရီးယားစာကုိ စားၾကည့္ပါ။
·서울 타워에 가 보세요. ဆုိးလ္ေမွ်ာ္စင္ကုိ သြားၾကည့္ပါ။

‘아/어 보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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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အန္းနဲ႔ ဆူရူတုိ႔ ႏွစ္ေယာက္ ပိတ္ရက္မွာ လုပ္မယ့္ အစီအစဥ္ေတြ အေၾကာင္း ေျပာေနၾကပါတယ္။ 
သူတို႔ ဘာလုပ္ဖို႔ စီစဥ္ေနလဲ ဆိုတာ ခန္႔မွန္းၾကည့္ရေအာင္။ အရင္ဆံုး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ပီးရင္ေတာ့ ထူအန္းနဲ႔ ဆူရူ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ပါ။ 

투안	 수루	씨,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ဆူရူ ဒီတစ္ေခါက္ ပိတ္ရက္မွာ ဘာလုပ္မွာလဲ။

수루	 친구하고	설악산에	갈	거예요.
 သူငယ္ခ်င္းနဲ႔ ေဆာရာ့ေတာင္ကုိ သြားမလုိ႔ပါ။ 	

	 투안	씨는	뭐	할	거예요?
 ထူအန္းေရာ ဘာလုပ္မွာလဲ။  	

투안	 저는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ကြ်န္ေတာ္ကေတာ့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수루	 비행기	표는	샀어요?
 ေလယာဥ္လက္မွတ္ေရာ ဝယ္ျပီးျပီလား။ 

투안	 네,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	
   ဟုတ္ကဲ့၊ တည္းဖို႔ေတာင္ အားလုံး ၾကိဳျပီး 

ဘြတ္ကင္လုပ္ထားျပီးျပီေလ။	

이번 (지난 / 다음) 
ဒီတစ္ေခါက္(ျပီးခဲ့တဲ့/ေနာက္)
N နဲ႔ တြဲျပီး ဘယ္အခ်ိန္လဲဆိုတာကုိ 
ညႊန္းသည္။

·이번 주말에 테니스를 치러  
 가요.
   ဒီတစ္ေခါက္ နားရက္မွာ တင္းနစ္ 

ရိုက္ဖို႔ သြားရေအာင္။

·지난해에 한국에 왔어요.
   ျပီးခဲ့တဲ့ ႏွစ္က ကုိရီးယားကုိ
 လာခဲ့တာပါ။

·  다음 휴가에는 제주도에 갈  
거예요.

   ေနာက္ပိတ္ရက္မွာေတာ့ 
ဂ်ယ္ဂ်ဴကြ်န္းကုိ သြားမလုိ႔ပါ။

정답   1. 설악산에 갈 거예요.   2. 제주도

1.	수루	씨는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ဆူရူ ဒီတစ္ေခါက္ ပိတ္ရက္မွာ ဘာလုပ္မွာလဲ။

2.	투안	씨는	휴가	때	어디에	갈	거예요?  ထူအန္းက ပိတ္ရက္မွာ ဘယ္ကုိ သြားမွာ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호텔  

တည္းခိုခန္း

민박  

ေဒသခံတည္းခိုအိမ္

콘도

ကြန္ဒိုရိပ္မြန္

펜션

လုံးခ်င္းဧည့္ရိပ္မြန္

여관

ဧည့္ရိပ္သာ

유스호스텔

လူငယ္ဧည့္ရိပ္သာ

Tip  숙소 တည္းခုိရာေနရာမ်ား

N 때 N (အခ်ိန္)မွာ
N ကုိ လုပ္တဲ့ အခ်ိန္ကုိ ညႊန္းသည္။

·오늘 점심 때 뭐 먹었어요?
 ဒီေန႔ ေန႔လယ္မွာ ဘာစားခဲ့လဲ။

·방학 때 고향에 갈 거예요.
   ေက်ာင္းပိတ္ရက္မွာ ေမြးရပ္ေျမကုိ 

ျပန္မလုိ႔ပါ။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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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여행 준비와 활동 Planning a trip and activities

동사 뒤에 붙어서 미래의 계획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 거예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 거예요

1) 가: 이번 연휴에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만나러 부산에 갈 거예요.

2) 가: 오늘 저녁을 어디에서 먹을 거예요?

나: 집에서 먹을 거예요.

3)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한국 친구하고 김치를 만들 거예요.

문법 2 -(으)ㄹ 거예요

여행을 계획하다 여행을 준비하다 표를 사다 숙소를 예약하다
to plan a trip to prepare for a trip to buy tickets to book accommodations

짐을 싸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짐을 풀다
to pack to depart to arrive to unpack

묵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축제를 구경하다 기념품을 사다
to stay to look around a museum to go for a festival to buy souvenirs

-(으)ㄹ 거예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future plan.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ㄹ, 
거예요 is used.
If a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 거예요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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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계획하다
ခရီးအတြက္ စီစဥ္သည္ 

여행을 준비하다
ခရီးအတြက္ ျပင္ဆင္သည္ 

표를 사다
လက္မွတ္၀ယ္သည္ 

숙소를 예약하다
တည္းရာေနရာ 

ဘြတ္ကင္လု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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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싸다
အထုပ္အပိုးျပင္သည္ 

출발하다
ထြက္ခြာသည္

도착하다
ဆုိက္ေရာက္သည္ 

짐을 풀다
အထုပ္အပိုးျဖည္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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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다
တည္းခိုသည္

박물관을 관람하다
ျပတုိက္ကို 

လွည့္လည္ၾကည့္ရႈသည္

축제를 구경하다
ပဲြေတာ္ ေလွ်ာက္လည္သည္

기념품을 사다
အမွတ္တရပစၥည္း ဝယ္သည္

보기

ေအာက္က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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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거예요.’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집에서 쉴 거예요.

보기

1)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                       

2)  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

3)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

4)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제주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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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표를 사다              짐을 싸다              기념품을 사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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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표를 사다  짐을 싸다  기념품을 사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기념품을 사다   2) 박물관을 관람하다   3) 표를 사다   4) 짐을 싸다

어휘 2  ေဝါဟာရ ၂ 여행 준비와 활동 ခရီးထြက္ရန္ ျပင္ဆင္ျခင္းႏွင့္ လႈပ္ရွားသြားလာမႈ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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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ပိတ္ရက္မွာ ဂ်ယ္ဂ်ဴကြ်န္းကို အလည္သြားမလို႔ပါ။  203

ၾကိယာနဲ႔ တဲြဖက္ျပိီး အနာဂတ္မွာ လုပ္ေဆာင္မယ့္ အရာကို ေဖာ္ျပပါတယ္။

자음 (ဗ်ည္း) → -을 거예요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ㄹ 거예요

읽다 → 읽을 거예요
자다 → 잘 거예요

알다 → 알 거예요

·가: 오늘 저녁을 어디에서 먹을 거예요? ဒီေန႔ ညေနစာကုိ ဘယ္မွာ စားမွာလဲ။
 나: 집에서 먹을 거예요. အိမ္မွာ စားမလုိ႔ပါ။
·가: 이번 연휴에 뭐 할 거예요? ဒီတစ္ေခါက္ ပိတ္ရက္ရွည္မွာ ဘာ လုပ္မွာလဲ။
 나: 친구를 만나러 부산에 갈 거예요. သူငယ္ခ်င္းကုိ ေတြ႔ဖို႔ ဘူဆန္ကုိ သြားမလုိ႔ပါ။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으)ㄹ 거예요’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မနက္ျဖန္ ဘာလုပ္မွာလဲ။

나: 집에서 쉴 거예요. အိမ္မွာ နားမလုိ႔ပါ။

1)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

   17과_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49

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거예요.’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집에서 쉴 거예요.

보기

1)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                       

2)  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

3)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

4)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제주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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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표를 사다              짐을 싸다              기념품을 사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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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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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거예요.’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집에서 쉴 거예요.

보기

1)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                       

2)  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

3)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

4)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제주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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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표를 사다              짐을 싸다              기념품을 사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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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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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거예요.’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집에서 쉴 거예요.

보기

1)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                       

2)  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

3)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

4)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제주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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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표를 사다              짐을 싸다              기념품을 사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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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제주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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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거예요.’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집에서 쉴 거예요.

보기

1)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                       

2)  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

3)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

4)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제주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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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표를 사다              짐을 싸다              기념품을 사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1) 3)2) 4)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149 2014-06-11   오전 9:29:14

4)

정답   1) 만날 거예요    2) 갈 거예요    3) 여행 갈 거예요    4) 갈 거예요

‘-(으)ㄹ 거예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으)ㄹ 거예요 G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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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ရီဟန္ ဘယ္ကုိ ေရာက္ဖူးလဲ။

나: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န္းကုိ ေရာက္ဖူးတယ္။

가: 어땠어요? ဘယ္လုိေနလဲ။

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ရႈခင္းေတြ အရမ္း လွတယ္။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မွာ ျပထားသလုိ သူငယ္ခ်င္းနဲ႔ စကားေျပာၾကည့္ပါ။

이름
အမည

어디에 가 봤어요?
ဘယ္ကုိ ေရာက္ဖူးသလဲ။

어땠어요?
ဘယ္လုိ ခံစားခဲ့ရလဲ။

보기 리한 제주도
ဂ်ယ္ဂ်ဴကြ်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ရႈခင္းေတြ အရမ္း လွတယ္။ 

1) 투안 부산
ဘူဆန္

맛있는 음식이 많았어요
အရသာရိွတဲ့ အစားအစာေတြ မ်ားတယ္

2)

3)

4)

5)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정답   계 → 계획

✚ 다음 단어를 보고 끝말잇기를 해 보세요. 

  ေအာက္ပါ ေဝါဟာရမ်ားကုိ ၾကည့္ျပီး ေရွ႕ ေဝါဟာရမွ ေနာက္ဆုံးစာလံုးကုိ အစစာလံုးအျဖစ္ ျပန္ယူကာ ေဝါဟာရ ေနာက္တစ္ခု 
ျဖစ္ေအာင္ ျပန္ေရးၾကည့္ပါ။ 

 지도 도시 시(     ) (        )  

퀴즈 ဥာဏ္စမ္းေမးခြ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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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단체 여행 
သိထားရင္ အျမတ္ခ်ည္းပါ။ ႏုိင္ငံျခားသားလုပ္သားေထာက္ပ့ံေရးစင္တာရဲ႕ အုပ္စုလုိက္ ခရီးသြားအစီအစဥ္

가까운 외국인지원센터나 외국인상담소의 여행 정보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재미있는 단체 여

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အနီးအနားက ႏိုင္ငံျခားသားလုပ္သားေထာက္ပံ့ေရးစင္တာ မွာပဲျဖစ္ျဖစ္၊ ႏိုင္ငံျခားသား တိုင္ပင္ေဆြးေႏြးဌာန 
မွာပဲျဖစ္ျဖစ္ ခရီးသြားတာနဲ႔ ပတ္သက္တဲ့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မ်ား ရယူျခင္းျဖင့္ လြယ္ကူသက္သာတဲ့ 
ေပ်ာ္ရႊင္စရာ အုပ္စုလိုက္ ခရီးသြားအစီအစဥ္ေတြကို သိရိွခံစားႏိုင္မွာ ျဖစ္ပါတယ္။ 

강원도
ဂန္ဝန္ျပည္နယ္

속초
ဆုိ႔ခ်ိဳ

강릉
ဂန္ႏြန္း

춘천
ခြ်န္းေခ်ာန္

서울 시티투어
ဆုိးလ္ျမိဳ႕ပတ္ခရီးစဥ္

63빌딩
၆၃ထပ္တုိက္

한강 유람선
ဟန္ျမစ္အေပ်ာ္စီးသေဘၤာ

경복궁
ဂေယာင္ဘုိ႔ နန္းေတာ္

경주
ဂေယာင္ဂ်ဴ

불국사
ဘူလ္ဂု ဘုန္းၾကီးေက်ာင္း

서해안
အေနာက္ ကမ္းရိုးတန္း

대천 해수욕장
ဒယ္ေခ်ာန္ ကမ္းေျခ

부산
ဘူဆန္

해운대
ဟယ္အြန္းဒယ္ ကမ္းေျခ

제주도
ဂ်ယ္ဂ်ဴကြ်န္း

한라산
ဟာလာေတာင္

한국의 관광지
ကိုရီးယားမွ လည္ပတ္စရာ ေနရာမ်ား

정보သတင္းအခ်က္အလက္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Track 57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ကုိ ေရြးပါ။

15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안 봤어요.     ② 네, 가 봤어요.

 ③ 아니요, 보고 싶어요.          ④ 아니요, 작년에 갔어요.

4. ① 작년에 갔어요.  ② 많이 바빴어요.

 ③ 정말 아름다웠어요.  ④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5. ① 내일 할 거예요.   ② 동생이 다녀올 거예요.

 ③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④ 시간이 있을 때 할 거예요.

Track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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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မယ့္ အေျဖကုိ ေရြးပါ။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안 봤어요.  ② 네, 가 봤어요.

 ③ 아니요, 보고 싶어요.  ④ 아니요, 작년에 갔어요.

4.  ① 작년에 갔어요.  ② 많이 바빴어요.

 ③ 정말 아름다웠어요.  ④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5.  ① 내일 할 거예요.  ② 동생이 다녀올 거예요.

 ③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④ 시간이 있을 때 할 거예요.

ေမးခြန္း နံပါတ္ ၁နဲ႔ ၂မွာေ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စကားလံုးကို ေ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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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산 ေတာင္ ② 남: 동굴 လိႈဏ္ဂူ 

 ③ 남: 바다 ပင္လယ္     ④ 남: 민속촌 တုိင္းရင္းသားေက်းရြာ 

2. ① 여: 독서 စာဖတ္ျခင္း    ② 여: 여행 ခရီး 

 ③ 여: 요리 ခ်က္ျပဳတ္ျခင္း   ④ 여: 낚시 ငါးမွ်ားျခင္း

3. 남: 제주도에 가 봤어요? ဂ်ယ္ဂ်ဴကြ် န္းကုိ  ေရာက္ဖူးလား။

4. 여: 설악산이 어땠어요? ေဆာရာ့ေတာင္က ဘယ္လုိေနလဲ။

5. 남: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ပိတ္ရက္မွာ ဘာလုပ္မွာ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③   5. ③

정답   1. ③  2. ②

1. 남: ① 해수욕장입니다. ကမ္းေျခပါ။ 남: ② 국제공항입니다. အျပည္ျပည္ဆုိင္ရာေလဆိပ္ပါ။

   남: ③ 놀이공원입니다. ကစားကြင္းပါ။    남: ④ 버스 터미널입니다. အေဝးေျပးဘတ္စ္ကားဂိတ္ပါ။

2. 남: 제주도에 몇 박 며칠로 여행 가요? ဂ်ယ္ဂ်ဴကြ် န္းကုိ ဘယ္ႏွစ္ညအိပ္ခရီး သြားမွာလဲ။ 

 여: 2박 3일로 가려고요. ၂ ညအိပ္ ၃ရက္ သြားမွာ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여기는 어디입니까? ဒါ ဘယ္ေနရာလဲ။

   ①                ②                ③               ④ 

2.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သက္ဆုိင္တဲ့ ပံုကုိ ေရြးပါ။

 ①  ②

 ③  ④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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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တ္လ မတ္လ

မတ္လ မတ္လ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

1. ① 약속이 있어요.  ② 기분이 좋아요.

③ 경치가 좋아요.  ④ 시간이 있어요.

2.

① 짐을 싸요.  ② 짐이 같아요.

③ 짐이 없어요.  ④ 짐을 안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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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약속이 있어요.  ② 기분이 좋아요. 

 ③ 경치가 좋아요.  ④ 시간이 있어요.

2.  ① 짐을 싸요.    ② 짐이 같아요.

 ③ 짐이 없어요.  ④ 짐을 안 봐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저는 설악산에 안 가 봤어요. 설악산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

① 집에서 쉴 거예요                  ② 바다를 볼 거예요

③ 친구를 만날 거예요                ④ 설악산에 갈 거예요

4. 가: 이번 주말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갈 거예요.

① 왜             ② 뭐           

③ 누가            ④ 언제

5.      저는 이번 휴가 때 제주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비행기 표를 . 

오늘 숙소도 예약했어요. 

① 샀어요         ② 풀었어요       

③ 출발했어요  ④ 참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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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ခြန္း နံပါတ္ ၁နဲ႔ ၂မွာေ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ရမွာပါ။ ေပးထားတဲ့ ပံုနဲ႔ 
သင့္ေတာ္တဲ့ ဝါက်ကို ေရြးပါ။

ေအာက္ပါ ေမးခြန္းေတြအတြက္ ဝါက်ေတြ၊ စကားေျပာေတြကို ဖတ္ျပီး ကြက္လပ္ျဖည့္ဖို႔ မွန္ကန္တဲ့ 
အသံုးအႏႈန္းေတြကို ေရြးေပးရမွာပါ။ အရင္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3.

 

저는 설악산에 안 가 봤어요. 설악산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 

ကြ်န္ေတာ္ကေတာ့ ေဆာရာ့ေတာင္ကုိ မေရာက္ဖူးေသးဘူး။ ေဆာရာ့ေတာင္ကုိ အရမ္း သြားခ်င္တယ္။ 
အဲ့ဒါေၾကာင့္ ဒီတစ္ေခါက္ ပိတ္ရက္မွာ ေဆာရာ့ေတာင္ကုိ သြားမလုိ႔ပါ။

     ① 집에서 쉴 거예요   ② 바다를 볼 거예요

     ③ 친구를 만날 거예요  ④ 설악산에 갈 거예요

4.

 
가: 이번 주말에                        할 거예요? ဒီတစ္ပတ္ နားရက္မွာ ဘာလုပ္မွာလဲ။
나: 부산에 갈 거예요. ဘူဆန္ကုိ သြားမလုိ႔ပါ။

     ① 왜  ② 뭐 ③ 누가  ④ 언제

5.

 

저는 이번 휴가 때 제주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비행기 표를                            . 오늘 숙소도 

예약했어요.

ကြ်န္ေတာ္ ဒီတစ္ေခါက္ ပိတ္ရက္မွာ ဂ်ယ္ဂ်ဴကြ် န္းကုိ သြားမလုိ႔ပါ။ အဲဒါေၾကာင့္ မေန႔က ေလယာဥ္လက္မွတ္ကုိ 
ဝယ္ခ့ဲပါတယ္။ ဒီေန႔ တည္းမယ့္ ေနရာလည္း ဘြတ္ကင္လုပ္လုိက္တယ္။  

     ① 샀어요  ② 풀었어요 ③ 출발했어요 ④ 참여했어요

정답   1. ③   2. ①   3. ④   4. ②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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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②  3. ①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가: 지금 밖의 날씨가 어때요? က။ အခု အျပင္မွာ ရာသီဥတု ဘယ္လုိေနလဲ။ 
나: 바람이                       . ခ။ ေလတုိက္ေနပါတယ္။

 ① 가요 ② 와요

 ③ 불어요 ④ 나와요 

2.

 

버스나 지하철에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세가 많은 분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입니다.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မွာ ဦးစားေပးထိုင္ခံု ရိွပါတယ္။ ဦးစားေပးထုိင္ခံုကေတာ့ သက္ၾကီး 
ရြယ္အိုေတြ  ဒါမွမဟုတ္  မသန္စြမ္းေတြနဲ႔  ကုိယ္ဝန္ေဆာင္သည္ေတြအတြက္ ေနရာျဖစ္ပါတယ္။

 ① 입구 ② 자리

 ③ 지역 ④ 위치 

3.

 

저와 친구는 생활 습관이                    .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잡니다. 친구

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ကြ်န္ေတာ္နဲ႔ ကြ်န္ေတာ့္ သူငယ္ခ်င္းက ေနပံုထိုင္ပံု ကြာပါတယ္။ ကြ်န္ေတာ္ကေတာ့ မနက္ အေစာၾကီး ထျပီး
ေစာေစာ အိပ္ပါတယ္။ သူငယ္ခ်င္းကေတာ့ ညဥ့္နက္တဲ့အထိ စာက်က္ျပီး မနက္ ေနာက္က်မွ ထပါတယ္။

 ① 다릅니다 ② 비슷합니다

 ③ 게으릅니다 ④ 부지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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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06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သံေျပ(ဆ)(ㅅ [s])နဲ႔ သံျပင္း (စ)(ㅆ [s’])အသံေတြ ရွိပါတယ္။ 

(1) 싸, 사 : 싸다, 사다 : 쌀, 살

(2) 딸기를 사요. 

(3) 유리가 싸요.



ေအာက္မွာ ထူအန္းနဲ႔ မင္ဆူတို႔ စကားေျပာေနတာေလးေတြကို ေဖာ္ျပထားပါတယ္။ သူတို႔ 
ႏွစ္ေယာက္ ျမိဳ႕ေတာ္ခန္းမကို ဘယ္လို သြားရမယ္ ဆိုတဲ့ 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ပါ။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 စီးျပီး သြားပါတယ္။

투안	 시청에	어떻게	가요?	
 ျမိဳ႕ေတာ္ခန္းမကုိ  ဘယ္လိုသြားရလဲ။

민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 စီးျပီး သြားပါ။ 
 
투안	 뭐가	더	빨라요?
 ဘာက ပိုျမန္လဲ။
	
민수	 지금은	버스가	좀	더	빠를	거예요.
 အခုအခိ်န္ဆုိရင္ေတာ့  ဘတ္စ္ကားက  နည္းနည္း ပိုျမန္ပါလိမ့္မယ္။

투안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요?	
 ဘတ္စ္ကား နံပါတ္ ဘယ္ေလာက္ကုိ စီးျပီး သြားရမလဲ။

민수	 1번이나	2번	버스를	타고	가세요.
 နံပါတ္ ၁ ဒါမွမဟုတ္ နံပါတ္ ၂ ကားကုိ စီးျပီး သြားပါ။

더 ထပ္ 
ရိွရင္းအတိုင္းအတာ တစ္ခုထက္ ပိုမို သာလြန္ 
သည့္ အရာ

·한국어를 더 잘하면 좋겠어요.
 ကုိရီးယားစာကုိ ဒီ့ထက္ ပိုေတာ္ရင္ ေကာင္းမယ္။

·가: 오늘 날씨가 추워요? 어제 날씨가 

추워요?
   ဒီေန႔ ရာသီဥတုက ေအးလား။ မေန႔က  

ရာသီဥတုက ေအးလား။

 나: 오늘 날씨가 더 추워요.

  ဒီေန႔ ပို ေအးတယ္။

1.	투안	씨는	어디에	가려고	해요?	ထူအန္းက ဘယ္ကို သြားမလို႔ လုပ္ေနတာလဲ။ 

2.	투안	씨는	무엇을	타고	갈	거예요?	ထူအန္းက ဘာကုိ စီးျပီး သြားမွာ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시청        2. 버스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လမ္းပန္းဆက္သြယ္ေရးႏွင့္ ၾကာခ်ိန္အေၾကာင္း 
ေျပာဆိုႏိုင္ျခင္း

□သဒၵါ  (이)나,	에서	까지

□ေဝါဟာရ  လမ္းပန္းဆက္သြယ္ေရး၊  သယ္ယူပို႔ေဆာင္ေရး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မ်ားသုံးယာဥ္မ်ား အသုံးျပဳနည္း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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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ဒါကေတာ့ လမ္းပန္းဆက္သြယ္ေရးနဲ႔ သက္ဆိုင္တဲ့ အသံုးအႏႈန္းေလးေ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အာက္ 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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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집에 어떻게 가요?

나: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요.

보기

1)  가: 회사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2)   가: 제주도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3)  가: 아침에 보통 뭘 먹어요?

  나:  먹어요.

4)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해요.

보기   배                             버스                             비행기                             기차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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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버스

비행기

기차

   18과_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155

명사 뒤에 붙어서 앞 명사와 뒤 명사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명사에 받침이 없을 때: 나

받침이 있을 때: 이나

1) 가: 회사에 어떻게 와요?

 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와요.

2) 가: 우리 언제 만날까요?

 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어때요?

3) 가: 보통 아침에 뭘 먹어요?

 나: 저는 과일이나 김밥을 먹어요.

어휘 1 교통 Transportations

문법 1 (이)나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 택시
shuttle bus (in-town) intercity bus express bus taxi

배 버스 정류장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ship bus stop bus terminal taxi stop

기차 KTX(고속열차) 지하철 비행기
train KTX subway plane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터미널(선착장)
train station subway station airport ferry terminal

(이)나 attached to a noun, indicates 
alternative options, meaning either-
or.
나 is used when the noun ends in a 
vowel.
이나 is used when the noun ends in a 
conso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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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မိဳ႕တြင္း ခရီးတို ဘတ္စ္ကား

시내버스
 ျမိဳ႕တြင္းပတ္ ဘတ္စ္ကား

시외/고속버스
အေဝးေျပးကား

택시
တကၠစီ

기차
ရထား

KTX(고속열차)
က်ည္ဆန္ရထား

지하철
ေျမေအာက္ရထား

비행기
ေလယာဥ္ပံ်

배
သေဘၤာ

버스 정류장
ဘတ္စ္ကား မွတ္တုိင္

버스터미널
အေဝးေျပး ကားဂိတ္

택시 승강장
တကၠစီ ဂိတ္

기차역
ရထားဘူတာရံု

지하철역
ေျမေအာက္ရထားဘူတာရုံ

공항
ေလဆိပ္

여객터미널(선착장)
သေဘၤာဆိပ္(ဇက္ဆိပ္)

1.	사진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버스      2) 기차      3) 배       4) 비행기

어휘 1  ေ၀ါဟာရ ၁ 교통 လမ္းပန္းဆက္သြယ္ေ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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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ဝါက်ကုိ ျပည့္စံုေအာင္ ျဖည့္ပါ။

1) 

2)

3)

4)

가: 회사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가: 제주도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가: 아침에 보통 뭘 먹어요?

나:                                       먹어요.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해요.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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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집에 어떻게 가요?

나: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요.

보기

1)  가: 회사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2)   가: 제주도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3)  가: 아침에 보통 뭘 먹어요?

  나:  먹어요.

4)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해요.

보기   배                             버스                             비행기                             기차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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နာမ္နဲ႔ တဲြဖက္ျပီး တစ္ခု မဟုတ္ တစ္ခု ေရြးခ်ယ္တဲ့ အဓိပၸာယ္ကို ေဖာ္ျပလိုတဲ့ အခါမွာ သံုးပါတယ္။

자음 (ဗ်ည္း) → 이나 모음 (သရ) → 나

수박 → 수박이나 딸기 → 딸기나

· 시원한 음료수나 물을 마시고 싶어요. ခပ္ေအးေအး အေအး ဒါမွမဟုတ္ ေရေလး ေသာက္ခ်င္ပါတယ္။
·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요. ကြ်န္ေတာ္တုိ႕ စေန ဒါမွမဟုတ္ တနဂၤေႏြေန႔ ေတြ႕ၾကမယ္ေနာ္။

‘(이)나’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보기
가: 집에 어떻게 가요? အိမ္ကုိ ဘယ္လုိ ျပန္လဲ။

나: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요.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တကၠစီ စီးျပီး သြား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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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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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고 가요.

3)  가: 아침에 보통 뭘 먹어요?

  나:  먹어요.

4)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해요.

보기   배                             버스                             비행기                             기차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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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버스나 지하철을  2) 비행기나 배를  3) 빵이나 김밥을  4) 운동이나 쇼핑을

문법 1  သဒၵါ ၁ (이)나 G18-1 

18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 စီးျပီး သြားပါတယ္။  213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제가	낼게요.	ကြ်န္ေတာ္ ရွင္းမွာ။

가: 많이 드세요. 제가 낼게요. မ်ားမ်ား စားၾကေနာ္။ ဒီေန႔ ကြ်န္ေတာ္ ရွင္းမွာ။
나: 감사합니다. ေက်းဇူးတင္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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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အန္းနဲ႔ ဆူရူတို႔ ႏွစ္ေယာက္ ရံုးတက္ခ်ိန္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ယ္။ သူတို႔ ဘာအေၾကာင္း 
ေျပာေနလဲဆိုတာ ခန္႔မွန္းၾကည့္ရေအာင္။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ပီးရင္ေတာ့ ထူအန္းနဲ႔ ဆူရူ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ပါ။ 

투안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ဆူရူ ဒီအထိ ဘာနဲ႔ လာတာလဲ။

수루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
 ကြ်န္မကေတာ့ ရံုးနဲ႔ နီးလုိ႔ လမ္းေလွ်ာက္လာခဲ့တာ။
	 투안	씨는	어떻게	왔어요?	
 ထူအန္းကေရာ ဘာနဲ႔ လာတာလဲ။ 

투안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ဒီေန႔ေတာ့ ဘတ္စ္ကား စီးျပီး လာခဲ့ပါတယ္။

수루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ရံုးကေန ဒီအထိ အခိ်န္ ဘယ္ေလာက္ေလာက္  

ၾကာလဲ။

투안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မ်ားေသာအားျဖင့္ မိနစ္ ၃၀ေလာက္ ၾကာပါတယ္။ ဒါေပမယ့္ 
ရံုးတက္ ရံုးဆင္းခိ်န္မွာေတာ့ ကားပိတ္လုိ႔ အခိ်န္ နည္းနည္း 
ပိုၾကာပါတယ္။

걸리다 ၾကာသည္
တစ္ခုခု လုပ္တာ ျပီးေျမာက္ရန္ 
လုိအပ္ေသာ အခ်ိန္

·  집에서 회사까지 30분이  
걸려요. 

   အိမ္ကေန ရံုးအထိ မိနစ္၃၀ 
ၾကာပါတယ္။

·  이 일을 다 끝내려면 3일이  
걸려요. 

   ဒီ အလုပ္ကုိ အကုန္ အျပီးသတ္ဖို႔ 
ဆုိရင္ ၃ရက္ ၾကာပါမယ္။

막히다 ပိတ္သည္

ယာဥ္ေၾကာပိတ္ဆုိ႔မႈေၾကာင့္ မလႈပ္ႏုိင္

ျဖစ္ေနသည္

·  출근 시간에는 길이 막히는 

곳이 많아요.

   ရံုးတက္ခိ်န္မွာေတာ့လမ္းပိတ္တဲ့ 
ေနရာ မ်ားတယ္။

·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많이 

막혀요.

     ယာဥ္မေတာ္တဆမႈျဖစ္လို႔ လမ္း 
အရမ္း ပိတ္ေနပါတယ္။

출근 시간

ရံုးတက္ခိ်န္
퇴근 시간

ရံုးဆင္းခိ်န္
출퇴근 시간

ရံုးတက္ရံုးဆင္းခိ်န္
차가 막히다

ယာဥ္ေၾကာပိတ္ဆုိ႔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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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투 안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How did you get here, Sooroo?

수 루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 투안 씨는 어떻게 왔어요? 
 I walked here because my offi  ce is close from here. How did you ge here, Tuan? 

투 안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I took a bus today.

수 루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offi  ce to here?

투 안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It usually takes about 30 minutes.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However, it takes a bit longer during the rush hour because of the heavy traffi  c.

교통 상황 Traffi  c conditionsTip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 차가 막히다
clock-in time clock-out time commuting hours traff ic jam

걸리다 to take (time)

New Vocabulary

Track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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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루	씨는	회사에	어떻게	왔어요?	ဆူရူက ရံုးကို ဘယ္လုိ လာခဲ့တာလဲ။

2.	투안	씨는	무엇을	타고	왔어요?	ထူအန္းက ဘာ စီးျပီး လာခဲ့တာ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걸어왔어요.   2. 버스를 타고 왔어요.

Tip  교통 상황 ယာဥ္ေၾကာ အေျခအေ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59

18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 စီးျပီး သြားပါတယ္။  213



လမ္းပန္းဆက္သြယ္ေရး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ကို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15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이동 Transport

장소 명사 뒤에 붙어서 시작점과 종착점을 나타낸다.

1) 가: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나: 저는 버스를 타고 가요.

2) 가: 여기에서 명동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버스는 15분 정도 걸려요.

3) 가: 병원에서 약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나: 200m 정도 돼요.

문법 2  에서   까지

타다 타고 가다 타고 오다
to ride to have a ride to come by

걷다 걸어가다 걸어오다
to walk to go on foot to come on foot

내리다 갈아타다/환승하다 지나다
to get off to transfer to pass

The markers, 에서 까지, attach to 
nouns that indicate places, express 
the idea of "from" one place "to" 
another.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158 2014-06-11   오전 9:29:59

15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이동 Transport

장소 명사 뒤에 붙어서 시작점과 종착점을 나타낸다.

1) 가: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나: 저는 버스를 타고 가요.

2) 가: 여기에서 명동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버스는 15분 정도 걸려요.

3) 가: 병원에서 약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나: 200m 정도 돼요.

문법 2  에서   까지

타다 타고 가다 타고 오다
to ride to have a ride to come by

걷다 걸어가다 걸어오다
to walk to go on foot to come on foot

내리다 갈아타다/환승하다 지나다
to get off to transfer to pass

The markers, 에서 까지, attach to 
nouns that indicate places, express 
the idea of "from" one place "to" 
another.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158 2014-06-11   오전 9:29:59

15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이동 Transport

장소 명사 뒤에 붙어서 시작점과 종착점을 나타낸다.

1) 가: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나: 저는 버스를 타고 가요.

2) 가: 여기에서 명동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버스는 15분 정도 걸려요.

3) 가: 병원에서 약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나: 200m 정도 돼요.

문법 2  에서   까지

타다 타고 가다 타고 오다
to ride to have a ride to come by

걷다 걸어가다 걸어오다
to walk to go on foot to come on foot

내리다 갈아타다/환승하다 지나다
to get off to transfer to pass

The markers, 에서 까지, attach to 
nouns that indicate places, express 
the idea of "from" one place "to" 
another.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158 2014-06-11   오전 9:29:59

타다
စီးသည္

타고 가다
စီးသြားသည္

(버스를) 타고 오다
(ဘတ္စ္ကား) စီးျပီး လာသည္

걷다
လမ္းေလွ်ာက္သည္

걸어가다
လမ္းေလွ်ာက္သြားသည္

걸어오다
လမ္းေလွ်ာက္လာသည္

내리다
ဆင္းသည္

갈아타다/환승하다
ေျပာင္းစီးသည္

지나다
ျဖတ္သြားသည္

정답   1) 타다   2) 내리다   3) 걷다   4) 지나다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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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sentences.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왔어요.
보기

1)   걸어갔어요.

2)   버스를 타고 갔어요.

3)   택시를 타고 갈 거예요.

4)   택시를 타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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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걷다                          타다                          내리다                           지나다

1) 3)2) 4)

집 회사

집 시장

회사 시청

공항 호텔

호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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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걷다     타다     내리다     지나다

ေအာက္က 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어휘 2  ေဝါဟာရ ၂ 이동 သြားလာေရး

214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18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 စီးျပီး သြားပါတယ္  215



 ထြက္ခြာရာျပ ‘에서’ နဲ႔ ေနရာျပ ‘에서’

‘에서’ က ျပဳလုပ္မႈေတြ ျဖစ္ပြားေနတ့ဲ ေနရာကုိ ေဖာ္ျပတယ္။ ဒါေပမ့ဲ ဝါက်ထဲမွာ ၾကိယာက ‘가다, 오다, 떠나다, 출발하다’ 
ေတြဆိုရင္ ထြက္ခြာရာျပ စကားလုံးျဖစ္သြားတယ္။

·집에서 쉴 거예요. (ေနရာ)
·집에서 출발할 거예요. (စမွတ္)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보기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ဝါက်ဖဲြ႔ၾကည့္ပါ။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왔어요.

အိမ္ကေန ရုံးအထိ လမ္းေလွ်ာက္လာခ့ဲပါတယ္။ 

1) 

2)

3)

4)

                                          걸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갈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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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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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회사

 집 시장

 회사  시청

 공항  호텔

 호텔  회사

정답   1) 집에서 시장까지  2) 회사에서 시청까지  3) 공항에서 호텔까지  4) 호텔에서 회사까지

‘에서’ က ျပဳလုပ္မႈေတြ ျဖစ္ပြားေနတဲ့ ေနရာကို ေဖာ္ျပတယ္။ ဒါေပမဲ့ ဝါက်ထဲမွာ ၾကိယာက ‘가다, 오다, 떠나다,  

출발하다’ ေတြဆုိရင္ ထြက္ခြာရာျပ စကားလံုးျဖစ္သြားတယ္။

·가: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အိမ္ကေန ရံုးအထိ ဘယ္လုိ သြားလဲ။
 나: 저는 버스를 타고 가요. ကြ်န္ေတာ္ကေတာ့ ဘတ္စ္ကား စီးျပီး သြားပါတယ္။
·가: 여기에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려요? ဒီကေန ျမိဳ႕ေတာ္ခန္းမအထိ ဘယ္ေလာက္ေလာက္ ၾကာလဲ။
 나: 30분쯤 걸려요. မိနစ္ ၃၀ေလာက္ ၾကာပါတယ္။

‘에서 까지’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에서  까지 G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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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여기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요? ဒီကေန အိမ္အထိ ဘယ္လုိ သြားလဲ။

나: 버스를 타고 가요. ဘတ္စ္ကား စီးျပီး သြားပါတယ္။

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အခိ်န္ ဘယ္ေလာက္ေလာက္ ၾကာလဲ။

나: 30분 정도 걸려요. မိနစ္ ၃၀ေလာက္ ၾကာပါတယ္။

이름
အမည္

교통수단
ယာဥ္ေၾကာအသုံးျပဳမႈပံုစံ

시간
ၾကာခ်ိန္

보기  
리한

ရီဟန္
버스

ဘတ္စ္ကား
30 분

မိနစ္ ၃၀

1)
투안

ထူအန္း 
자전거

စက္ဘီး
20 분

မိနစ္ ၂၀

2)
수루

ဆူရူ
지하철

ေျမေအာက္ရထား
1 시간

၁ နာရီ

3)

4)

5)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မွာ ျပထားသလုိ သူငယ္ခ်င္းနဲ႔ စကားေျပာၾကည့္ပါ။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속이	시원해요.	စိတ္သက္သာရာရေတာ့တယ္။

가: 투이 씨, 이삿짐은 다 정리했어요? ထူအီေရ၊ အိမ္ေျပာင္းလာတဲ့ အထုပ္ေတြ အကုန္ ေနရာခ်ျပီးသြားျပီလား။
나: 네, 다 끝냈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ဟုတ္ကဲ့၊ အကုန္ ျပီးသြားပါျပီ။ အခုမွပဲ စိတ္သက္သာရာရေတာ့တယ္။ 



216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18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 စီးျပီး သြားပါတယ္။  217

အမ်ားသံုးယာဥ္ အသံုးျပဳနည္း
대중교통 이용 방법

교통비 결제 က်သင့္ေငြ ေပးေခ်ျခင္း

교통비는 교통카드(T-money), 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에 따라서 결제

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ယာဥ္အသုံးျပဳရန္ က်သင့္ေငြကုိ ယာဥ္စီးကတ္၊ လက္မွတ္ ဒါမွမဟုတ္ ေငြသားျဖင့္ ေပးေခ်ႏိုင္ပါတယ္။ မိမိ အသုံးျပဳမည့္ ယာဥ္ေပၚ 

မူတည္ျပီး ေငြေပးေခ်တဲ့ နည္းလမ္း ကြာျခားပါတယ္။

교통카드 구입과 충전 ယာဥ္စီးကတ္ ဝယ္ယူျခင္းႏွင့္ ေငြျဖည့္ျခင္း

교통카드
ယာဥ္စီးကတ္

교통카드 
구입

ယာဥ္စီးကတ္ 
ဝယ္ယူျခင္း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역)

ယာဥ္စီးကတ္ 
ေငြျဖည့္ျခင္း 

(ေျမေအာက္ဘူတာရံု) 

버스 ဘတ္စ္ကား

시내/고속버스 ျမိဳ႕တြင္း/အေဝးေျပး 

버스 ဘတ္စ္ကား

매점 
ေစ်းဆိုင္

충전 금액을 

선택하세요. 

ျဖည့္မည့္ ေငြပမာဏကုိ 
ေရြးခ်ယ္ပါ။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 충전기를 

찾으세요. 

ေျမေအာက္ဘူတာရံုမွာ 
ယာဥ္စီးကတ္ 

ေငြျဖည့္စက္ကုိ ရွာပါ။ 

편의점 
၂၄နာရီ အေရာင္းဆုိင္

금액을 

결제하세요.

ေငြသားျဖင့္ က်သင့္ရာ 
ပမာဏကုိ ေပးေခ်ပါ။

교통카드를 

올려 놓으세요.

ယာဥ္စီးကတ္ကုိ တင္ပါ။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매점, 편의점

에서 교통카드의 구입과 충전이 가능합

니다.

ေျမေအာက္ရထားဘူတာရံု ဒါမွမဟုတ္ ဘတ္စ္ကား 
မွတ္တုိင္အနီး ေစ်းဆုိင္၊ စတုိးဆုိင္ေတြမွာ 
ယာဥ္စီးကတ္မ်ား ဝယ္ယူ ေငြျဖည့္ႏိုင္ပါတယ္။ 

지하철 ေျမေအာက္ရထား

비행기 ေလယာဥ္

택시 တကၠစီ

택시 တကၠစီ

배 သေဘၤာ

표
လက္မွတ္

현금
ေငြသား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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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사진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친구가 가요.                 ② 버스가 가요.

 ③ 버스를 타고 가요            ④ 친구를 만나러 가요. 

4. ① 다음 주말에 해요.          ② 보통 회사에서 해요.

  ③ 운동이나 쇼핑을 해요.        ④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5.  ① 1시 30분이에요.             ② 집에 6시에 가요.

 ③ 30분 정도 걸려요.           ④ 1번이나 2번 버스를 타요.

Track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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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진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မယ့္ အေျဖကုိ ေရြးပါ။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친구가 가요.  ② 버스가 가요.

 ③ 버스를 타고 가요.  ④ 친구를 만나러 가요.

4.  ① 다음 주말에 해요.  ② 보통 회사에서 해요.

 ③ 운동이나 쇼핑을 해요.  ④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5.  ① 1시 30분이에요.  ② 집에 6시에 가요.

 ③ 30분 정도 걸려요.  ④ 1번이나 2번 버스를 타요.

Track 60

ေမးခြန္း နံပါတ္ ၁နဲ႔ ၂မွာေ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စကားလံုးကို ေ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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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교통 လမ္းပန္းဆက္သြယ္ေရး  ② 여: 버스 ဘတ္စ္ကား

 ③ 여: 시청 ျမိဳ႕ေတာ္ခန္းမ        ④ 여: 택시 တကၠစီ

2. ① 남: 지하철 ေျမေအာက္ရထား     ② 남: 비행기 ေလယာဥ္ပံ်

 ③ 남: 기차역 ရထားဘူတာရံု     ④ 남: 정류장 ဘတ္စ္ကား မွတ္တုိင္

3. 여: 시청에 어떻게 가요? ျမိဳ႕ေတာ္ခန္းမကုိ ဘယ္လုိ သြားလဲ။

4. 남: 주말에 보통 뭐 해요? နားရက္မွာ မ်ားေသာအားျဖင့္ ဘာလုပ္ျဖစ္လဲ။

5. 여: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အိမ္ကေန ရံုးအထိ ဘတ္စ္ကားက အခိ်န္ ဘယ္ေလာက္ေလာက္ ၾကာ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④   2. ②  3. ③   4. ③   5. ③

정답  1. ②   2. ③ 

1. 여: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ဘယ္အထိ သြာမလုိ႔ပါလဲ။  
 남:   서울까지 가려고요. 6시 20분 기차표가 있어요?  

ဆုိးလ္အထိ သြားမလုိ႔ပါ။ ၆နာရီ မိနစ္၂၀ ရထားလက္မွတ္ ရွိပါသလား။
2. 남: 오늘 공장에 가야 하는데 본사에서 공장까지 어떻게 가요? 

  ဒီေန႔ စက္ရုံကုိ သြားရမွာ... ရုံးခ်ဳပ္ကေန စက္ရုံအထိ ဘယ္လုိ သြားရ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ၾကားတဲ့ အေၾကာင္းအရာနဲ႔ သက္ဆုိင္တဲ့ ပံုကုိ ေရြးပါ။

 ①  ②

 ③  ④ 

2.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ပီး ဆက္ေျပာရမယ့္ စကားအျဖစ္ သင့္ေတာ္ရာကုိ ေရြးပါ။

 ① 공장까지 20분쯤 걸려요. ② 공장에 8시까지 가야 해요.

 ③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해요. ④ 본사에서 공장까지 아주 멀어요.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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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 2 Sore.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집에서 회사까지                    걸려요? အိမ္ကေန ရံုးအထိ ဘယ္ေလာက္ေလာက္ ၾကာပါသလဲ။

나: 20분 정도 걸려요. မိနစ္ ၂၀ေလာက္ ၾကာပါတယ္။

     ① 왜  ② 언제  ③ 몇 개  ④ 얼마나

4.

 
가: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ဆူရူ ဒီအထိ ဘယ္လုိ လာခဲ့တာလဲ။

나: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 ကြ်န္မကေတာ့ ရံုးက နီးလို႔ လမ္းေလွ်ာက္လာခဲ့ပါတယ္။

     ① 안 왔어요   ② 걸어왔어요

     ③ 비행기를 탔어요   ④ 버스가 빠를 거예요

5.

 

저는 회사에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는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 

ကြ်န္ေတာ္ကေတာ့ ဘတ္စ္ကား စီးျပီး သြားတယ္။ ဘတ္စ္ကားက မ်ားေသာအားျဖင့္ မိနစ္ ၃၀ေလာက္ ၾကာတယ္။ 
ဒါေပမယ့္ ရံုးတက္ရံုးဆင္းခိ်န္မွာေတာ့ ကားပိတ္လုိ႔ အခိ်န္ နည္းနည္း ပို ၾကာပါတယ္။

     ① 회사에 안 가요   ② 30분 정도 있어요

     ③ 시간이 좀 더 걸려요  ④ 버스에 사람이 많아요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က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 

1. ① 타요.  ② 앉아요.

③ 걸어요.  ④ 일어나요.

2.
① 버스를 내렸어요.  ② 버스를 지났어요.

③ 버스를 갈아탔어요.  ④ 버스를 타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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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타요.   ② 앉아요. 

 ③ 걸어요.   ④ 일어나요.

2.  ① 버스를 내렸어요.     ② 버스를 지났어요.

 ③ 버스를 갈아탔어요.  ④ 버스를 타고 왔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집에서 회사까지  걸려요?

 나: 20분 정도 걸려요.

① 왜     ② 언제    ③ 몇 개     ④ 얼마나

4. 가: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나: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

① 안 왔어요          ② 걸어왔어요

③ 비행기를 탔어요  ④ 버스가 빠를 거예요

5.      저는 회사에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는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

① 회사에 안 가요     ② 30분 정도 있어요

③ 시간이 좀 더 걸려요  ④ 버스에 사람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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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ခြန္း နံပါတ္ ၁နဲ႔ ၂မွာေ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ရမွာပါ။ ေပးထားတဲ့ ပံုနဲ႔ 
သင့္ေတာ္တဲ့ ဝါက်ကို ေရြးပါ။

ေအာက္ပါ ေမးခြန္းေတြအတြက္ ဝါက်ေတြ၊ စကားေျပာေတြကို ဖတ္ျပီး ကြက္လပ္ျဖည့္ဖို႔ မွန္ကန္တဲ့ 
အသံုးအႏႈန္းေတြကို ေရြးေပးရမွာပါ။ အရင္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②   5. ③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220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18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 စီးျပီး သြားပါတယ္။  221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 အသုံးအႏႈန္းကုိ ေရြးပါ။

1.  
① 서점입니다. ② 병원입니다.

  ③ 식당입니다. ④ 농장입니다.

2.  

  
①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②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③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④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3. 
서울은                      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시장이나  

백화점 등 가고 싶은 곳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ဆုိးလ္ကေတာ့ လမ္းပန္းဆက္သြယ္ေရး ဖံြ႔ျဖိဳးတုိးတက္ပါတယ္။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ကုိ 
စီးျပီး ေစ်း ဒါမွမဟုတ္ ကုန္တုိက္ စတဲ့ သြားလုိရာ ေနရာကုိ အလြယ္တကူ သြားႏိုင္ပါတယ္။ 

 ① 교통 ② 건물

 ③ 관광지 ④ 휴식 공간 

4.

 

버스나 지하철에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임산부 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ဘတ္စ္ကား ဒါမွမဟုတ္ ေျမေအာက္ရထားမွာ ဦးစားေပးထိုင္ခံု ရိွပါတယ္။ အဲ့ဒီ ေနရာကေတာ့ အသက္ၾကီးတဲ့ 
သက္ၾကီးရြယ္အိုေတြ  ဒါမွမဟုတ္  မသန္စြမ္းေတြနဲ႔  ကုိယ္ဝန္ေဆာင္သည္ေတြအတြက္ ေနရာျဖစ္ပါတယ္။

 ① 돈 ② 집

 ③ 나이 ④ 친구 

정답   1. ②  2. ②  3. ①   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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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မွာ ထူအန္းနဲ႔ ဝန္ထမ္းတို႔ ဖုန္းေျပာေနတာေလးကို ေဖာ္ျပထားပါ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투안	 여보세요.	거기	한국가구지요?
 ဟယ္လို၊ ဟန္ဂု ပရိေဘာဂကပါလားခင္ဗ်ာ။

여자	 네,	맞습니다.	
 ဟုတ္ကဲ့၊ ဟုတ္ပါတယ္ရွင့္။

투안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မဂၤလာပါခင္ဗ်၊ ကြ်န္ေတာ္ ထူအန္းပါ။ 

	 김수미	과장님	좀	바꿔	주세요.
  ကင္ဆူမီ ဌာနမွဴးကုိ တစ္ဆိတ္ေလာက္ ဖုန္းလဲႊ 

ေပးပါလားခင္ဗ်ာ။

여자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ဟုတ္ကဲ့၊ ခဏေလာက္ ေစာင့္ပါရွင့္။

맞다 ဟုတ္သည္၊ မွန္သည ္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맞아요.

      ဒီေမးခြန္းရဲ႕ အေျဖမွန္ကေတာ့ နံပါတ္၃ 

ဟုတ္ပါတယ္။

·가: 마웅 씨는 미얀마 사람이에

요?

       ေမာင္ေမာင္က ျမန္မာလူမ်ဳိးလား။

   나: 네, 맞아요.

    ဟုတ္ကဲ့၊ ဟုတ္ပါတယ္။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ဟန္ဂု ပရိေဘာဂကပါလားခင္ဗ်ာ။

1.	투안	씨는	어디에	전화했어요?	ထူအန္းက ဘယ္ကို ဖုန္းဆက္ခဲ့တာလဲ။

2.	투안	씨는	누구하고	통화하고	싶어해요?	ထူအန္းက ဘယ္သူနဲ႔ ဖုန္းေျပာခ်င္တာ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한국가구  2. 김수미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ခဏေလာက္ ေစာင့္ပါ
·가: 리한 씨 좀 바꿔주세요.

 ရီဟန္႔ကုိ တစ္ဆိတ္ေလာက္ 
ဖုန္းလဲႊေပးပါ။

 나: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ဟုတ္ကဲ့၊ ခဏေလာက္ ေစာင့္ပါ။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자리를 안내해 드릴게요.

      ခဏေလာက္ ေစာင့္ပါ။ ကြ်န္မ 
ေနရာကုိ လမ္းညႊန္ေပးပ့ါမယ္။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ဖုန္းေခၚဆိုႏိုင္ျခင္း၊ အင္တာနက္ ဝန္ေဆာင္မႈအေၾကာင္း ေျပာဆိုႏိုင္ျခင္း 

□သဒၵါ  -지요,	-고

□ေဝါဟာရ  ဖုန္း၊ အင္တာနက္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သုံးဝင္ေသာ ဖုန္းနံပါတ္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61

222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19 ဟန္ဂု ပရိေဘာဂကပါလားခင္ဗ်ာ။  223222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ဒါကေတာ့ ဖုန္းမိ်ဳးစံုနဲ႔ သက္ဆိုင္တဲ့ အသံုးအႏႈန္းေလးေတြပါ။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19과_거기 한국가구지요?  165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물을 때 사용한다.

1) 가: 제 전화번호를 알지요?

    나: 네, 알아요.

2) 가: 지금 바쁘지요?

     나: 아니요, 안 바빠요. 왜요?

3) 가: 거기 119지요?

 나: 네, 119입니다.

어휘 1 전화 Telephone

문법 1 -지요

전화 휴대전화(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
telephone cell phone smart phone Internet phone

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to transfer to (someone) to 

(someone else)
to call the wrong number to hang up the phone the line is busy

전화를 걸다 전화가 오다 전화를 받다 (전화) 통화하다
to make a call the phone is ringing to answer the phone to be on the phone

휴대전화를 켜다 휴대전화를 끄다 문자를 보내다 문자를 확인하다
to turn on the phone to turn off  the phone to send a text message to check a text message

Like a tag question in English, -지요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noun+이다, is used to ask a listener 
when a speaker assumes that the 
listener already knows a certai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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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တယ္လီဖုန္း

휴대전화(휴대폰)
လက္ကုိင္ဖုန္း

스마트폰
စမတ္ဖုန္း

인터넷 전화
အင္တာနက္ဖုန္း

전화를 걸다
ဖုန္းေခၚသည္

전화가 오다
ဖုန္းလာသည္

전화를 받다
ဖုန္းကုိင္သည္

(전화) 통화하다
ဖုန္းေျပာသည္

전화를 바꾸다
ဖုန္းလဲႊေပးသည္

전화를 잘못 걸다
ဖုန္းမွားေခၚသည္

전화를 끊다
ဖုန္းခ်လိုက္သည္

통화 중이다
ဖုန္းလုိင္းမအား ျဖစ္ေန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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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켜다
လက္ကုိင္ဖုန္း ပါဝါဖြင့္သည္

휴대전화를 끄다
လက္ကုိင္ဖုန္း ပါဝါပိတ္သည္

문자를 보내다
မက္ေဆ့ခ္် ပို႔သည္

문자를 확인하다
မက္ေဆ့ခ္် ၾကည့္သည္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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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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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거기 도서관이지요?
 나: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보기

1)  가: 거기 ?

  나: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2)  가: 거기 ?

  나: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3)  가: 제 딸이에요. ?

  나: 와! 진짜 귀엽네요.

4)  가: 일이 다 ?

  나: 아니요, 다 안 끝났어요.

보기 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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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အာက္က ပံုနဲ႔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정답   1) 전화를 잘못 걸다  2) 전화를 바꾸다  3) 통화 중이다  4) 전화를 끊다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어휘 1  ေ၀ါဟာရ ၁ 전화 တယ္လီဖု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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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 ၾကိယာဝိေသသန (သို႔) ‘명사+이다’ နဲ႔ တဲြဖက္ျပီး “ဟုတ္တယ္ မဟုတ္လား”လို႔ ေမးတဲ့အခါ သံုးပါတယ္။ 
ေျပာသူက မိမိ ေျပာေနတဲ့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နသူလည္း သိျပီးသားလို ႔ ယူဆျပီး ေျပာတဲ့အခါ 
သံုးပါတယ္။ 

동사 (ၾကိယာ) → -지요
형용사 (နာမဝိေသသန) 

→ -지요

알다 → 알지요

보다 → 보지요

작다 →  작지요

크다 →  크지요

명사 (နာမ)္ 

자음 (ဗ်ည္း) → 이지요 모음 (သရ) → 지요

학생 → 학생이지요 의사 →  의사지요

· 가: 오늘 회사에 가지요? ဒီေန႔ ရံုးကုိ သြားမယ္မဟုတ္လား။
 나: 네, 회사에 가요. ဟုတ္ကဲ့၊ ရံုးကုိ သြားမွာပါ။
· 가: 철수 씨가 은행원이지요? ေခ်ာလ္ဆူက ဘဏ္ဝန္ထမ္း ဟုတ္တယ္ မဟုတ္လား။
 나: 네, 은행원이에요. ဟုတ္ကဲ့၊ ဘဏ္ဝန္ထမ္း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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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ဝါက်ကုိ အဆံုးသတ္ပါ။ 

가: 거기 도서관이지요?  စာၾကည့္တုိက္ကပါလားခင္ဗ်ာ။

나: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ဟုတ္ပါတယ္၊ ဘာကိစၥရိွလို႔ပါလဲ။ 

1) 

2)

3)

가: 거기                                          ?

나: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가: 거기                                          ?

나: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가: 제 딸이에요.                                          ?

나: 와! 진짜 귀엽네요.

‘-지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정답  1) 119지요   2) 주민센터지요   3) 귀엽지요

문법 1  သဒၵါ ၁ -지요 G19-1

 ‘-지요’ နဲ႔ ‘-아/어요’

‘-지요’ နဲ႔ ‘-아/어요’ ႏွစ္ခုစလံုးကို ေမးခြန္းေမးတဲ့ အခါမွာ သံုးပါတယ္။ ‘-아/어요’ ကိုေတာ့ မသိေသးတဲ့ အရာကို 
ေမးတဲ့အခါမွာ သံုးျပီး ‘-지요’ ကိုေတာ့ သိျပီးသား အေၾကာင္းအရာကို ျပန္ျပီး ေသခ်ာေအာင္ ေမးတဲ့အခါမွာ 
သံုးပါတယ္။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19 ဟန္ဂု ပရိေဘာဂကပါလားခင္ဗ်ာ။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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ဆူရူနဲ႔ ဂီ်ေယာင္းတို႕ ႏွစ္ေယာက္ အြန္လိုင္းေရွာ့ပင္းအေၾကာင္း ေျပာေနၾကတယ္။ သူတို႔ 
ဘာေတြေျပာေနလဲ ခန္႔မွန္းၾကည့္ရေအာင္။ အရင္ဆံုး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ပီးရင္ေတာ့ ဂ်ီေယာင္းနဲ႔ ဆူရူ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ပါ။ 

주로 ပံုမွန္
မၾကာခဏ ျပဳလုပ္ေလ့ ရိွသည္

·   퇴근 후에는 주로 운동을  

해요. 

   ရံုးဆင္းျပီးရင္ေတာ့ ပံုမွန္ 
အားကစားလုပ္ပါတယ္။

·   저는 주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요.

   ကြ်န္ေတာ္ကေတာ့ 
ပံုမွန္ေျမေအာက္ရထား စီးျပီး 
ရံုးတက္ပါတယ္။

수루	 지영	씨는	주로	어디에서	옷을	사요?
 ဂ်ီေယာင္းက ပံုမွန္ ဘယ္မွာ အကၤ်ီ ဝယ္ျဖစ္လဲ။

지영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많이	사요.
 ကြ်န္မ ပံုမွန္ အြန္လုိင္းကေန မ်ားမ်ား ဝယ္ပါတယ္။

수루	 인터넷은	옷이	비싸지	않아요?	
 အြန္လုိင္းကေနဆုိ အကၤ်ီေတြ ေစ်းမၾကီးဘူးလား။

지영	 아니요,	인터넷이	옷도	싸고	쇼핑도		
	 편리해요.
  ဟင့္အင္း၊ အြန္လိုင္းမွာ အကၤ်ီလည္း ေစ်းသက္သာျပီး 

ဝယ္ရတာလည္း အဆင္ေျပတယ္ေလ။ 

수루	 그래요?	외국인도	한국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돼요?
  ဟုတ္လား။ ႏိုင္ငံျခားသားလည္း ကုိရီးယား 

ဝက္ဘ္ဆုိဒ္မွာ အေကာင့္ဖြင့္လုိ႔ ရလား။

지영	 네,	대부분	돼요.	그런데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해요.
  ဟုတ္ကဲ့၊ အမ်ားသျဖင့္ ရပါတယ္။ ဒါေပမယ့္ ႏိုင္ငံျခား

သားမွတ္ပံုတင္ကဒ္နံပါတ္ လုိတယ္။ 

대부분 အမ်ားသျဖင့္
တစ္စံုတစ္ခုရဲ႕ မ်ားေသာ အခိ်ဳးအဆ

·  우리 회사 직원은 대부분 

  남자예요.

      ကြ်န္ေတာ္တုိ႔ ရံုးဝန္ထမ္းေတြက 

အမ်ားသျဖင့္ ေယာက္်ားေလးေတြပါ။

·여기에 있는 책은 대부분 

  제가 읽은 책이에요.

      ဒီမွာ ရိွတဲ့ စာအုပ္ေတြကေတာ့ 

အမ်ားသျဖင့္ ကြ်န္ေတာ္  
ဖတ္ျပီးသား စာအုပ္ေတြပါ။

정답  1. 인터넷   2. 외국인등록번호

1.	지영	씨는	주로	어디에서	옷을	사요?	
    ဂီ်ေယာင္းက ပံုမွန္ ဘယ္ကေန အကၤ် ီ ဝယ္ေလ့ရိွလဲ။

2.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င္ငံျခားသားတစ္ေယာက္ အင္တာနက္ ဆုိဒ္မွာ အဖဲြ႔ဝင္လုပ္ဖို႔ ဘာေတြ လိုအပ္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62

19 ဟန္ဂု ပရိေဘာဂကပါလားခင္ဗ်ာ။  225



19 ဟန္ဂု ပရိေဘာဂကပါလားခင္ဗ်ာ။  227

အင္တာနက္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တြ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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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인터넷 Internet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에 붙어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 줄 때 사용한다.

1) 가: 인터넷 쇼핑을 왜 좋아해요?

 나: 값이 싸고 쇼핑이 편리해서 좋아해요.

2) 가: 투안 씨하고 리한 씨는 뭐 먹을 거예요?

 나: 저는 비빔밥을 먹고 리한 씨는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3) 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가르쳐 주세요.

 나: 아이디는 ‘tuan’이고 비밀번호는 ‘1324’예요.

문법 2 -고

-고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the noun+이다 verb, links two main 
clauses.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 엔진 홈페이지
Internet websites search engine homepage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로그아웃
ID password log in log out

블로그 인터넷 카페 회원 가입 회원 탈퇴
blog Internet cafe create an account delete one's account

이메일 인터넷 검색 인터넷 채팅 화상 채팅
e-mail Internet search Internet chatting voice cha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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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အင္တာနက္

웹사이트
အင္တာနက္ လိပ္စာ

검색 엔진
အခ်က္အလက္ ရွာရန္ စာမ်က္ႏွာ

홈페이지
အင္တာနက္ စာမ်က္ႏွာ

블로그
ဘေလာ့ဂ္

인터넷 카페
ဝါသနာတူမ်ား စုေဝးရာ 
အင္တာနက္ စာမ်က္ႏွာ

회원 가입
အေကာင့္ဖြင့္ျခင္း

회원 탈퇴
အေကာင့္ပိတ္ျခင္း

아이디
အေကာင့္နာမည္

비밀번호
လိ်ဳ႕ဝွက္နံပါတ္

로그인
အေကာင့္ထဲ ဝင္ျခင္း

로그아웃
အေကာင့္ထဲမွ ထြက္ျခင္း

이메일
အီးေမးလ္

인터넷 검색
အင္တာနက္တြင္ ရွာေဖြျခင္း

인터넷 채팅
အြန္လုိင္း ခ်က္တင္

화상 채팅
ဗီဒီယို ခ်က္တင္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화상 채팅  2) 이메일  3) 비밀번호  4) 로그아웃

ေအာက္က ပံုနဲ႔ လုိက္ဖ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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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메모를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투안 씨가 어때요?

나: 친절하고 재미있어요.
보기

1)  가: 그 식당이 어때요?

  나: .

2)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

3)  가: 투안하고 리한은 지금 뭐 해요?

  나: .

4)  가: 오늘 메뉴가 뭐예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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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이메일                         비밀번호                         로그아웃                         화상 채팅 

투안 씨
·친절해요.

·재미있어요.

그 식당

·싸요.

·맛있어요.

지금 뭐 해요?

·투안: 자요.

·리한: 인터넷해요.

오늘 날씨

·맑아요.
·따뜻해요.

오늘 메뉴

·점심: 비빔밥
·저녁: 불고기덮밥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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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이메일

비밀번호

로그아웃

방문하다

어휘 2  ေဝါဟာရ ၂ 인터넷 အင္တာန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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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မွတ္စုတုိ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စကားေျပာကို အဆုံးသတ္ပါ။
2.	메모를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투안 씨가 어때요? ထူအန္းက ဘယ္လုိေနလဲ။

나: 친절하고 재미있어요. ေဖာ္ေရြျပီး ေပ်ာ္ေပ်ာ္ေနတတ္တယ္။ 

1) 

2)

3)

4)

가: 그 식당이 어때요?

나:                                                     .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

가: 투안하고 리한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오늘 메뉴가 뭐예요?

나:                                                     .

투안 씨

·친절해요.

·재미있어요.

그 식당

·싸요.

·맛있어요.

오늘 날씨

·맑아요.

·따뜻해요.

지금 뭐 해요?

·투안: 자요.

·리한: 인터넷해요.

오늘 메뉴

·점심: 비빔밥

·저녁: 불고기덮밥

ၾကိယာ၊ ၾကိယာဝိေသသန ဒါမွမဟုတ္ ‘명사+이다’ နဲ႔ တဲြဖက္ျပီး စကားစု ႏွစ္ခုကို ဆက္စပ္ေပးပါတယ္။

동사 (ၾကိယာ) → -고
형용사 (နာမဝိေသသန) 

→ -고

먹다 → 먹고

보다 → 보고

작다 → 작고

크다 → 크고

명사 (နာမ)္ 

자음 (ဗ်ည္း)  → 이고 모음 (သရ) → 고

회사원 → 회사원이고 간호사 →  간호사고

·가: 왜 인터넷 쇼핑을 좋아해요?  ဘာျဖစ္လုိ႔ အြန္လုိင္းေရွာ့ပင္းကုိ ၾကိဳက္တာလဲ။
  나: 싸고 편리해서 좋아해요. ေစ်းသက္သာျပီး လြယ္ကူလုိ႔ ၾကိဳက္တာပါ။

·가: 뭐 먹을 거예요?  ဘာ စားမွာလဲ။
 나:   저는 비빔밥을 먹고 마웅 씨는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ကြ်န္ေတာ္ကေတာ့ ထမင္းသုပ္ စားျပီး ေမာင္ေမာင္ကေတာ့ ဂင္ခီ်ဟင္းရည္ စားမွာပါ။

‘-고’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정답  1) 싸고 맛있어요   2) 맑고 따뜻해요   3) 투안은 자고 리한은 인터넷해요  

 4) 점심은 비빔밥이고 저녁은 불고기덮밥이에요

문법 2  သဒၵါ ၂ -고 G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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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ဥပမာမွာ ျပထားသလုိ ဖုန္းေျပာမယ့္ အေၾကာင္းအရာကုိ မွတ္စုတုိေလး ေရးျပီး ဖုန္းဆက္ၾကည့္ပါ။
<보기>처럼	전화	내용을	메모하고	전화해	보세요.

전화	내용	ဖုန္းေျပာမည့္ အေၾကာင္းအရာ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왜 전화하고 싶어요?

보기  수루 씨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ဆူရူဆီကုိ ဖုန္းဆက္ခ်င္ပါတယ္။

오늘이 수루 씨 생일이에요. 
ဒီေန႔ ဆူရူရဲ႕ ေမြးေန႔ပါ။ 

그래서 축하해 주고 싶어요.
အဲဒါေၾကာင့္ ေမြးေန႔ကုိ ဆုေတာင္းေပးခ်င္ပါတယ္။

1) 투안 씨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ထူအန္းဆီကုိ ဖုန္းဆက္ခ်င္ပါတယ္။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ဒီေန႔ ရံုးကုိ မလာဘူး။

그래서 왜 안 왔는지 물어 보고 싶어요. 
အဲ့ဒါ ဘာေၾကာင့္ မလာတာလဲလို႔ 
ေမးၾကည့္ခ်င္ပါတယ္။ 

2)

전화	대화		ဖုန္းေျပာျခင္း

가: 여보세요. 수루 씨 전화지요? ဟယ္လုိ၊ ဆူရူ႕ ဖုန္းဟုတ္ပါသလား။

나: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ဟုတ္ကဲ့၊ ဟုတ္ပါတယ္။ အားေတာ့နာပါတယ္၊ ဘယ္သူပါလဲရွင္။

가: 투안이에요. ထူအန္းပါ။

나: 아! 투안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ၾသာ္၊ ထူအန္းပဲ။ မဂၤလာပါ။ ဘာကိစၥရိွလုိ႔လဲ။ 

가:    오늘이 수루 씨 생일이지요? 축하해요.  

ဒီေန႔ ဆူရူ႕ ေမြးေန႔ ဟုတ္တယ္ မဟုတ္လား။ ေမြးေန႔မွာ ေပ်ာ္ရႊင္ပါေစေနာ္။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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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유용한 전화번호
အသံုးဝင္ေသာ ဖုန္းနံပါတ္မ်ား

범죄 신고
ျပစ္မႈတုိင္ၾကားရန္ (ရဲဌာန)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신고 등 လူဝင္မႈ ၾကီးၾကပ္ 
ေရး၊ ေနထုိင္မွႈ သတင္းပို႔ရန္

전화번호 안내
ဖုန္းနံပါတ္ လမ္းညႊ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အလုပ္သမားဝန္ၾကီးဌာန ေဆြးေႏြး 
တုိင္ပင္ေရးစင္တာ

화재, 응급 환자 발생 신고
မီးေလာင္မႈ၊ အေရးေပၚလူနာ 
ျဖစ္ပြားမႈမ်ား သတင္းပို႔ရန္

외국인력상담센터
ႏိုင္ငံျခားသားလုပ္သား ေဆြးေႏြး 
တုိင္ပင္ေရးစင္တာ

기초 지방자치단체
각종 생활 민원 신고
ရပ္ကြက္ရံုး၊ ေထာက္ခံစာ၊  တုိင္ၾကားလႊာ မိ်ဳးစံု

이주여성 긴급지원 센터
ေရႊ႕ေျပာင္းအမိ်ဳးသမီး အေရးေပၚ
ေထာက္ပံ့ေရး စင္တာ

일기예보 안내
မိုးေလဝသ ခန္႔မွန္းမႈ သတင္း

112 1345

114 1350

119 1577-
0071

120 1577-
1336

131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င္ငံျခားသား ဘာသာျပန္ ေဆြးေႏြး 
တုိင္ပင္ေရး ေထာက္ပံ့မႈစင္တာ

1577-
1336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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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그런데요.                ② 네, 거기예요.

 ③ 아니요, 거기 없어요.     ④ 아니요, 도서관이에요.  

4. ① 여기는 회사예요.  ② 저는 투안이에요.

 ③ 이것은 전화예요.        ④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5. ① 맵고 짜요.  ② 작고 비싸요. 

 ③ 맑고 따뜻해요.   ④ 착하고 친절해요.

Track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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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63[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그런데요.  ② 네, 거기예요.

 ③ 아니요, 거기 없어요.  ④ 아니요, 도서관이에요.

4.  ① 여기는 회사예요.  ② 저는 투안이에요.

 ③ 이것은 전화예요. ④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5.  ① 맵고 짜요.  ② 작고 비싸요.

 ③ 맑고 따뜻해요. ④ 착하고 친절해요.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မယ့္ အေျဖကုိ ေရြးပါ။

ေမးခြန္း နံပါတ္ ၁နဲ႔ ၂မွာေ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စကားလံုးကို ေ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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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문자 မက္ေဆ့ခ္်   ② 남: 전화 ဖုန္း

 ③ 남: 검색 ရွာေဖြျခင္း   ④ 남: 채팅 ခ်က္တင္

2. ① 여: 블로그 ဘေလာ့ဂ္      ② 여: 아이디 အေကာင့္နာမည္

 ③ 여: 로그인 အေကာင့္ထဲဝင္သည ္  ④ 여: 인터넷 အင္တာနက္

3. 남: 여보세요. 거기 도서관이지요? ဟယ္လုိ၊ စာၾကည့္တုိက္ကပါလားခင္ဗ်ာ။

4. 여: 실례지만 누구세요? အားေတာ့နာပါတယ္... ဘယ္သူပါလဲရွင္။

5. 남: 오늘 날씨가 어때요? ဒီေန႔ ရာသီဥတု ဘယ္လုိေန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②   2. ④   3. ①   4. ②   5. ③

정답   1. ③   2. ①

1. 남: 김 반장님 자리에 계시면 좀 바꿔 주시겠어요? 

  ဆရာ ကင္ ရံုးခန္းထဲမွာ ရိွရင္ တစ္ဆိတ္ေလာက္ ဖုန္းလႊဲေပးလို႔ ရမလားခင္ဗ်။ 
2. 남: 모니카 씨,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မိုနီခါေရ၊ ကုိရီးယားစာ ေလ့လာခ်င္တာ ဘယ္မွာ သင္လုိ႔ရလဲ သိလား။
 여: 외국인력지원센터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마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င္ငံျခားသားလုပ္သားေထာက္ပံ့ေရးစင္တာကုိ တစ္ခါေလာက္ ဖုန္းဆက္ၾကည့္ပါလား။ အဆင္ေျပရင္ အခမဲ့ 
သင္တန္း တက္လုိ႔ ရေလာက္မွာပါ။ 

 남: 그래요? 전화번호 알아요? ဟုတ္လား။ ဖုန္းနံပါတ္ သိလားဗ်။
 여:   저는 잘 몰라요.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ကြ်န္မေတာ့ ေသခ်ာ မသိဘူးရွင့္။ ၁၁၄ကုိ ဖုန္းဆက္ျပီး ေမးၾကည့္ပါေနာ္။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ပာတာကို နားေထာင္ျပီး ဆက္ေျပာရမယ့္ စကားအျဖစ္ သင့္ေတာ္ရာကုိ ေရြးပါ။

 ① 그럼 메모 좀 전해 주세요. ② 언제쯤 사무실로 돌아오세요?    

 ③ 통화 중이신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④ 반장님과 미리 약속을 하고 오셨어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ကုိ နားေထာင္ျပီး ေမးခြန္းနဲ႔ သင့္ေလ်ာ္ရာ အေျဖကုိ ေရြးပါ။

   대화 후 남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စကားေျပာျပီးေနာက္ ေယာက္်ားေလးက အရင္ဦးဆုံး ဘာကုိ လုပ္မယ္လုိ႔ ထင္ပါသလဲ။

 ① 전화번호를 문의합니다. ② 한국어 수업을 신청합니다.

    ③ 한국어를 공부하러 갑니다. ④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전화합니다.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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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3.

 
가: 식당이                         ? စားေသာက္ဆုိင္က ဘယ္လုိေနလဲ။

나: 싸고 맛있어요. ေစ်းသက္သာျပီး အရသာရိွပါတယ္။

     ① 어때요  ② 뭐 해요  ③ 언제예요  ④ 얼마예요

4.

 
가: 거기 병원이지요?  ေဆးရံုကပါလားခင္ဗ်ာ။

나:                          . 여기는 약국이에요. ဖုန္းမွားေနပါတယ္။ ဒါ ေဆးဆုိင္ကပါ။

     ① 전화를 껐어요   ② 문자가 왔어요

     ③ 문자를 보냈어요  ④ 전화 잘못 거셨어요

5.

 

저는 인터넷 검색하고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해요. 인터넷 쇼핑은  

                        . 그래서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옷을 많이 사요.

ကြ်န္မကေတာ့ အင္တာနက္ကေန ရွာတာတုိ႔ အြန္လုိင္း ခ်က္တင္တုိ႔ မၾကာမၾကာ လုပ္ပါတယ္။ ျပီးေတာ့ အြန္လုိင္း
ေရွာ့ပင္း လည္း မ်ားမ်ား လုပ္ျဖစ္ပါတယ္။ အြန္လုိင္း ေရွာ့ပင္းက ေစ်းသက္သာျပီး အဆင္ေျပတယ္။ အဲ့ဒါေၾကာင့္
ကြ်န္မကေတာ့ ပံုမွန္ အြန္လုိင္းကေန အကၤ် ီေတြ အမ်ားၾကီး ဝယ္ျဖစ္ပါတယ္။

     ① 싸고 편리해요   ② 어렵고 복잡해요

     ③ 시간하고 돈이 필요해요  ④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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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전화를 걸어요.   ② 전화를 바꿔요. 

 ③ 전화를 받아요.     ④ 전화를 끊어요.

2.  ① 통화해요.    ② 채팅해요.

 ③ 가입해요.                 ④ 검색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식당이 ?

 나: 싸고 맛있어요.

① 어때요 ② 뭐 해요 ③ 언제예요    ④ 얼마예요

4.  가: 거기 병원이지요?

  나: . 여기는 약국이에요.

① 전화를 껐어요                 ② 문자가 왔어요

③ 문자를 보냈어요               ④ 전화 잘못 거셨어요

5.      저는 인터넷 검색하고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해요. 인터넷 

쇼핑은 . 그래서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옷을 많이 사요.

① 싸고 편리해요                 ② 어렵고 복잡해요

③ 시간하고 돈이 필요해요        ④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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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전화를 걸어요.  ② 전화를 바꿔요.

③ 전화를 받아요.  ④ 전화를 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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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전화를 걸어요.   ② 전화를 바꿔요. 

 ③ 전화를 받아요.     ④ 전화를 끊어요.

2.  ① 통화해요.    ② 채팅해요.

 ③ 가입해요.                 ④ 검색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식당이 ?

 나: 싸고 맛있어요.

① 어때요 ② 뭐 해요 ③ 언제예요    ④ 얼마예요

4.  가: 거기 병원이지요?

  나: . 여기는 약국이에요.

① 전화를 껐어요                 ② 문자가 왔어요

③ 문자를 보냈어요               ④ 전화 잘못 거셨어요

5.      저는 인터넷 검색하고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해요. 인터넷 

쇼핑은 . 그래서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옷을 많이 사요.

① 싸고 편리해요                 ② 어렵고 복잡해요

③ 시간하고 돈이 필요해요        ④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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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통화해요.  ② 채팅해요.

③ 가입해요.  ④ 검색해요.

ေမးခြန္း နံပါတ္ ၁နဲ႔ ၂မွာေ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ရမွာပါ။ ေပးထားတဲ့ ပံုနဲ႔ 
သင့္ေတာ္တဲ့ ဝါက်ကို ေရြးပါ။

ေအာက္ပါ ေမးခြန္းေတြအတြက္ ဝါက်ေတြ၊ စကားေျပာေတြကို ဖတ္ျပီး ကြက္လပ္ျဖည့္ဖို႔ မွန္ကန္တဲ့ 
အသံုးအႏႈန္းေတြကို ေရြးေပးရမွာပါ။ အရင္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③   2. ④   3. ①   4. ④   5. ①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232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19 ဟန္ဂု ပရိေဘာဂကပါလားခင္ဗ်ာ။  233



정답   1. ④   2. ④  3. ②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반장님이 이사한 집에 초대해 주셔서                       선물로 세제를 사 갑니다.

ဆရာက အိမ္ေျပာင္းတဲ့ ဆီကုိ ဖိတ္လုိ႔ အိမ္တက္လက္ေဆာင္အျဖစ္ နာရီ ဝယ္သြားပါတယ္ ။

 ① 출장 ② 배웅 ③ 회의 ④ 집들이

2. 
새 기계로 작업을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전에 쓰던 것보다 더 가볍고                       

부드러워서 일이 잘됩니다.

စက္ အသစ္နဲ႔ အလုပ္လုပ္ရတာ အရမ္း ေကာင္းပါတယ္။ အရင္က သုံးေနက်ထက္ ပိုေပ့ါျပီး အမ်ားၾကီး ႏူးညံ့
လုိ႔ အလုပ္လုပ္ရတာ အဆင္ေျပပါတယ္။

 ① 빨리 ② 계속 ③ 가장 ④ 훨씬

3.

 

제 여동생은 시청                       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ကြ်န္ေတာ့္ ညီမေလးကေတာ့ ျမိဳ႕ေတာ္ခန္းမမွာ အစိုးရဝန္ထမ္းပါ။ ျပည္သူေတြအတြက္ ျမိဳ႕ေတာ္ခန္းမမွာ 
ၾကိဳးၾကိဳး စားစား အလုပ္လုပ္ေနပါတယ္။

 ① 간호사 ② 공무원 ③ 선생님 ④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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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07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အသတ္သံက အကန္႔အသတ္ရွိပါတယ္။ စုစုေပါင္း အသတ္သံ (၇)ခုပဲ ရွိပါတယ္။ 
ႏွာသံေတြကေတာ့ သူ႔ကိုယ္ပိုင္ အသံအတုိင္းပဲ အသံထြက္ပါတယ္။ ‘ㄴ, ㅁ, ㅇ’ ကို ‘ㄴ [n], ㅁ [m], ㅇ [ŋ]’ လုိ႔ပဲ 
ထြက္ရပါတယ္။ 

(1) 손, 산, 돈, 문, 신문     

(2) 김, 봄, 남자, 마음   

(3) 강, 방, 시장, 공항

(4) 산과 바다에 가요. / 곰과 사자가 커요. / 가방 주세요. 



ထူအန္းနဲ႔ ရီဟန္တို႔ သူတို႔ အခန္းကို သန္႔ရွင္းေရး လုပ္ၾကေတာ့မွာပါ။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투안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너무	더럽네요.
 သန္႔ရွင္းေရး မလုပ္ေတာ့ အခန္းက အရမ္း ညစ္ပတ္တယ္ေနာ္။

리한	 네,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ဟုတ္တယ္၊ မအားတာနဲ႔ လုပ္ခိ်န္ မရိွတာ။
 
투안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အခု အတူတူ သန္႔ရွင္းေရး လုပ္ၾကမလား။

리한	 그래요.	지금	해요.
 ေကာင္းသားပဲ။ အခု လုပ္ၾကတာေပါ ့။
 투안	씨는	방을	쓸어	주세요.
 ထူအန္းက တံျမက္စည္းလွည္းေပးပါ။ 
 저는	먼지를	닦을게요.	
 ကြ်န္ေတာ္  ဖုန္သုတ္လုိက္မယ္။

그래요 ေကာင္းသားပဲ
·가: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အတူတူ အားကစားလုပ္ဖို႔
သြားၾကမလား။

 나: 그래요. 같이 가요.
ေကာင္းသားပဲ။ အတူတူ 
သြားတာေပါ့။ 

·가:   점심 때 김치찌개 먹을래요?
ေန႔လယ္စာ ဂင္ခီ်ဟင္းရည္
စားၾကမလား။

·나: 그래요. 김치찌개 먹어요. 
ေကာင္းသားပဲ။ ဂင္ခီ်ဟင္းရည္
စားၾကတာေပ့ါ။

너무 အရမ္း/တအား
ကန္႔သတ္ခ်က္ကုိ ေက်ာ္လြ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မိုးေတြ အရမ္း/တအား ရြာတယ္။

·주말에 너무 늦게까지 잤어요.
    ပိတ္ရက္မွာ အရမ္း ေနာက္က်တ့ဲအထိ 

အိပ္လိုက္တယ္။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ကြ်န္ေတာ္ ပန္းကန္ေဆးလိုက္မယ္။

1.	투안	씨의	방이	어때요? ထူအန္းရဲ႕ အခန္း ဘယ္လုိေနလဲ။ 

2.	두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해요?	သူတုိ႔ ႏွစ္ေယာက္ ဘာလုပ္ၾကမလုိ႔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더러워요.   2. 청소를 하려고 해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အိမ္အလုပ္ အကူအညီေတာင္းရန္၊ အိမ္အလုပ္နဲ႔ 
ပတ္သက္ျပီး ေျပာဆိုတတ္ေစရန္

□သဒၵါ  -(으)ㄹ게요,	-는	것

□ေဝါဟာရ  သန္႔ရွင္းေရး၊ အိမ္အလုပ္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မိႈက္ ခဲြျခား စြန္႔ပစ္ျခ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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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과_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75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 -ㄹ게요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 -을게요

1) 가: 제가 방을 쓸게요.

나: 그럼 저는 닦을게요.

2) 가: 이 책들을 정리해 주세요.

나: 네. 지금 정리할게요.

3) 가: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나: 죄송해요. 지금은 일이 많아요. 이따가 할게요.

어휘 1 청소 Cleaning

문법 1 -(으)ㄹ게요

더럽다 깨끗하다 어지럽다 정돈되어 있다
dirty clean messy well arranged

쓸다 닦다 쓰레기를 버리다 청소 도구
to sweep to wipe to throw away garbage cleaning equipment

청소를 하다 청소기를 돌리다 정리하다 먼지를 떨다
to clean to vacuum to clean up to clear dust away

빗자루 걸레 휴지통
broom mop garbage can

-(으)ㄹ게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speaker’s intention of will 
of doing something.
When a stem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of ㄹ, -ㄹ게요 is added.
When a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게요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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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다
ညစ္ပတ္သည္

깨끗하다
သန္႔ရွင္းသည္

어지럽다
ရႈပ္ပြသည္

정돈되어 있다
သပ္ရပ္သည္

청소를 하다
သန္႔ရွင္းေရးလုပ္သည္

청소기를 돌리다
ဖုန္စုပ္စက္ျဖင့္ စုပ္သည္

정리하다
စီသည္

먼지를 떨다
ဖုန္ခါသည္

쓸다
လွည္းက်င္းသည္

닦다
သုတ္သည္

쓰레기를 버리다
အမိႈက္ပစ္သည္

청소 도구
သန္႔ရွင္းေရး ပစၥည္း

빗자루
တံျမက္စည္း

걸레
ၾကမ္းတုိက္အဝတ္

휴지통
အမိႈက္ပံုး

정답   1) 쓸다   2) 닦다   3) 정리하다   4) 버리다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အာက္က 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17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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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s, complete the conversation.

가: 방을 닦으세요.

나: 네, 닦을게요.
보기

1) 가: 작업을 정리하세요.

 나: 네, .

2) 가: 누가 저하고 같이 갈래요?

 나: 제가 같이 .

3) 가: 투안 씨는 내일 뭘 준비할래요?

 나: 저는 과일을 .

4) 가: 사진을 찍어 줄래요?

 나: 좋아요, 제가 사진을 . 

보기 닦다                         쓸다                        버리다                         정리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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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닦다

쓸다

버리다

정리하다

어휘 1  ေ၀ါဟာရ ၁ 청소 သန္႔ရွင္းေ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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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ဥပမာထဲက အတုိင္း ဝါက်ကုိ အဆုံးသတ္ပါ။ 

가: 방을 닦으세요. အခန္းကုိ သုတ္သင္ရွင္းလင္းပါ။

나: 네, 닦을게요.  ဟုတ္ကဲ့၊ သုတ္လိုက္ပ့ါမယ္။

1) 가: 작업을 정리하세요.

 나:                                                                     .

2) 가: 누가 저하고 같이 갈래요?

 나: 제가 같이                                                       .

3) 가: 투안 씨는 내일 뭘 준비할래요?

 나: 저는 과일을                                                    .

4) 가: 사진을 찍어 줄래요?

 나: 좋아요, 제가 사진을                                         .

ၾကိယာနဲ႔ တဲြဖက္ အသံုးျပဳေလ့ရိွျပီး ေျပာသူရဲ႕ တစ္စံုတစ္ခုကို လုပ္ေဆာင္လိုတဲ့ ဆႏၵကို ေဖာ္ျပခ်င္တဲ့ အခါ 
သံုးပါတယ္။ ၾကိယာက သရ ဒါမွမဟုတ္ ဗ်ည္း ‘ㄹ’ နဲ႔ အဆံုးသတ္တဲ့ အခါ ‘-ㄹ게요’ ကိ ုသံုးျပီးေတာ့  ၾကိယာက ‘ㄹ’, 
မဟုတ္တဲ့ အျခား ဗ်ည္းေတြနဲ႔ အဆံုးသတ္တဲ့အခါ ‘-을게요’ ကို သံုးပါတယ္။

자음 (ဗ်ည္း) → -을게요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ㄹ게요

찾다 → 찾을게요 주다 → 줄게요, 만들다 → 만들게요

· 이따가 전화할게요. တစ္ေအာင့္ေနမွ ဖုန္းဆက္လိုက္မယ္ေနာ္။
· 가: 내일은 지각하지 마세요. မနက္ျဖန္ေတာ့ ေနာက္မက်ပါေစနဲ႔။
    나: 네, 늦지 않고 일찍 올게요. ဟုတ္ကဲ့၊ ေနာက္မက်ေအာင္ ေစာေစာ လာခဲ့လုိက္ပ့ါမယ္။

‘-(으)ㄹ게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정답   1) 정리할게요    2) 갈게요    3) 준비할게요    4) 찍어 줄게요

문법 1  သဒၵါ ၁ -(으)ㄹ게요 G20-1

 ‘-(으)ㄹ게요’ ႏွင့္ ‘-(으)ㄹ 거예요’

‘-(으)ㄹ게요’ နဲ႔ ‘-(으)ㄹ 거예요’ ႏွစ္ခုစလံုးက လုပ္ေဆာင္မယ့္ အရာကို ညႊန္းပါတယ္။ ‘-(으)ㄹ 거예요’ ကိုေတာ့ 
နားေထာင္သူနဲ႔ မသက္ဆိုင္ဘဲ ကိုယ္ ဆံုးျဖတ္ျပီးသား အရာကို ေျပာတဲ့ အခါမွာ သံုးျပီးေတာ့ ‘-(으)ㄹ게요’ ကိုေတာ့ 
နားေထာင္ေနသူကို ကတိေပးတဲ့ အခါမ်ိဳးမွာ သံုးပါတယ္။ ဒါေၾကာင့္ ‘-(으)ㄹ게요’ ကို နာမ္စား “ကြ်န္ေတာ္၊ ကြ်န္မ” 
ကလြဲျပီး တစ္ျခား “သူ၊ သူမ” သို႔မဟုတ္ အမည္နာမေတြနဲ႔ တဲြေျပာေလ့ မရိွတာ ေတြ႔ရမွာပါ။ 

· 리한 씨가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O)  
 리한 씨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X)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20 ကြ်န္ေတာ္ ပန္းကန္ေဆးလိုက္မယ္္။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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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အန္းနဲ႔ ရီဟန္က ဟင္းခ်က္ရတာ ၾကိဳက္ႏွစ္သက္ပါသလား။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ပီးရင္ေတာ့ ထူအန္းနဲ႔ ရီဟန္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ပါ။ 

투안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မေန႔က သူငယ္ခ်င္းနဲ႔ ဘူးလ္ဂိုဂီ ခ်က္စားျဖစ္တယ္။ 
 정말	재미있었어요.	အရမ္း ေပ်ာ္စရာေကာင္းတယ္ဗ်ာ။

리한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ထူအန္းက ဟင္းခ်က္ရတာ ေပ်ာ္လား။ 

투안	 네,	전	정말	재미있어요.	
	 리한	씨는요?
   ဟုတ္ကဲ့၊ ကြ်န္ေတာ္ေတာ့ အရမ္း ေပ်ာ္တယ္ဗ်။ 

ရီဟန္ကေရာ။

리한	 저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
   ကြ်န္ေတာ္ေတာ့ သိပ္စိတ္မဝင္စားဘူး။ ဒါေပမယ့္ 

ပန္းကန္ေဆးတာေတာ့ သိပ္မဆုိးဘူးဗ်။

투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
   ဟုတ္လား။ ဒါဆို ေနာက္ကုိ ဟင္းခ်က္တာေတာ့ ကြ်န္ေတာ္ 

လုပ္မယ္ေလ။

 설거지는	리한	씨가	하세요.	
 ပန္းကန္ေတာ့ ရီဟန္က ေဆးေပ့ါ။

앞으로 ေရွ႕ေလွ်ာက္၊ ေနာက္ေနာင္ကုိ

·  앞으로 기숙사 청소는 제가  

할게요.

ေနာက္ကုိ အေဆာင္ သန္႔ရွင္းေရး 
ကြ်န္ေတာ္ လုပ္ပ့ါမယ္။

·가: 오늘도 지각을 했어요?

             ဒီေန႔လည္း ေနာက္က်တာပဲ လား။

    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늦지  
않겠습니다.

            ေတာင္းပန္ပါတယ္ခင္ဗ်။ 
ေရွ႕ေလွ်ာက္ ေနာက္မက် 
ေစရပါဘူး။

하지만 ဒါေပမယ့္

ေရွ႕က အေၾကာင္းအရာႏွင့္

မတူတာကို ေျပာေသာအခါ ဝါက်

ႏွစ္ခုၾကား ဆက္ေပးေသာ စကား

·저는 키가 커요. 하지만 제 

  동생은 키가 작아요.

       ကြ်န္ေတာ္က အရပ္ျမင့္တယ္။ 

ဒါေပမယ့္ ညီေလးက အရပ္ပုတယ္။

·  한국 음식은 맛있어요.  

하지만 좀 매워요.

     ကုိရီးယားစာေတြ စားလို႔ေကာင္း 

တယ္။ ဒါေပမယ့္ နည္းနည္း 

စပ္တယ္။

정답   1.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2. 아니요, 안 좋아해요. 

1.	투안은	어제	뭘	했어요?	ထူအန္း မေန႔က ဘာလုပ္ခဲ့လဲ။ 

2.	리한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ရီဟန္က ဟင္းခ်က္ရတာ ၾကိဳက္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재미가 있어요’가 줄어서 ‘재미있어요’가 되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형용사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ကုိ ‘재미있어요’ လုိ႔ အတုိခ်ံဳးလုိ႔ ရပါတယ္။ ကုိရီးယားစာမွာ ဒီလို ေပါင္းစပ္ထားတဲ့ ရိွျခင္း၊ ျဖစ္ျခင္းျပ ၾကိယာေတြ 
ရိွပါတယ္။ 
재미가 있다  재미있다 재미가 없다  재미없다

맛이 있다 → 맛있다  맛이 없다 → 맛없다

멋이 있다 → 멋있다  멋이 없다 → 멋없다

Tip  있다/없다 형용사 있다/없다 ရိွျခင္းျပ ၾကိယာ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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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မ္အလုပ္နဲ႔ ပတ္သက္တဲ့ အသံုးအႏႈန္းေလးေတြ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17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집안일 Household chores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사를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

1) 가: 옷을 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나: 그래요? 그럼 제가 다려 줄게요.

2) 가: 세탁세제를 벌써 다 썼어요.

 나: 그래요? 빨래를 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3) 가: 왜 항상 밖에서 밥을 사 먹어요?

 나: 저는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 먹어요.

문법 2 -는 것

- 는 것 attached to a verb, is used as 
one of the verbal noun forms. 

장을 보다 밥을 하다(짓다) 음식을 만들다 설거지를 하다
to go grocery shopping to cook rice to cook to do the dishes

빨래를 하다 세탁기를 돌리다 빨래를 널다 빨래를 걷다
to do laundry to run the washer to hang out the wash to bring in laundry

밥솥 냄비 프라이팬 주방세제
rice cooker pot frying pan dishwasher detergents

옷을 다리다 옷을 개다 세탁세제 다리미
to iron clothes to fold clothes detergent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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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다
ေစ်းဝယ္သည္

밥을 하다(짓다)
ထမင္းခ်က္သည္

음식을 만들다
 စားစရာ ျပဳလုပ္သည္

설거지를 하다
ပန္းကန္ေဆးသည္

밥솥
ထမင္းေပါင္းအုိး

냄비
ဟင္းခ်က္အုိး၊ ဒယ္အုိး

프라이팬
အေၾကာ္ဒယ္အုိး

주방 세제
ပန္းကန္ေဆး ဆပ္ျပာဆီ

빨래를 하다
အဝတ္ေလွ်ာ္သည္

세탁기를 돌리다
အဝတ္ေလွ်ာ္စက္ လွည့္သည္

빨래를 널다
အဝတ္လွန္းသည္

빨래를 걷다
အဝတ္ရုတ္သည္

옷을 다리다
မီးပူတုိက္သည္

옷을 개다
အဝတ္ေခါက္သည္

세탁세제
အဝတ္ေလွ်ာ္ ဆပ္ျပာမႈန္႔

다리미
မီးပူ

    ေအာက္က 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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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요리가 힘들지 않아요?

 나: 괞찮아요.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요.

보기

1)  가: 먼지가 너무 많아요.

  나: 청소할 때는 창문을 이 좋아요.

2)  가: 왜 빨래를 안 했어요?

  나: 비가 올 때는 빨래를 이 안 좋아요.

3)  가: 왜 옷을 모두 다려요?

  나: 저는 옷을 이 재미있어요.

4)  가: 왜 사진을 안 찍어요?

  나: 저는 사진 을 안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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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장을 보다                   옷을 다리다                   빨래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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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အကုန္ 
ေျဖျပီးျပီလား။ ဘယ္ ေဝါဟာရေတြ ခက္တယ္ ထင္လဲ။ ဘယ္ႏွစ္ခု မွန္ေအာင္ ေျဖႏိုင္ခဲ့လဲ။ 

보기

장을	보다

옷을	다리다

빨래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정답   1) 설거지를 하다    2) 장을 보다    3) 옷을 다리다    4) 빨래를 하다

어휘 2  ေဝါဟာရ ၂ 집안일 အိမ္အလု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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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ရတာ)’ ကုိ ၾကိယာနဲ႔ တဲြဖက္ျပီး ၾကိယာကို နာမ္အျဖစ္ ေျပာင္းလဲ အသံုးျပဳတဲ့ အခါမွာ သံုးပါတယ္။

· 가: 옷을 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အကၤ် ီ မီးပူတုိက္ရတာ အရမ္း ခက္ပါတယ္။
   나: 그래요? 그럼 제가 다려 줄게요. ဟုတ္လား။ ဒါဆို ကြ်န္ေတာ္ တိုက္ေပးပ့ါမယ္။
· 가: 왜 항상 밖에서 밥을 사 먹어요? ဘာေၾကာင့္ အျမဲတမ္း အျပင္မွာ ထမင္း ဝယ္စားတာလဲ။
   나:   저는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 먹어요.  

ကြ်န္ေတာ္ ဟင္းခ်က္ရတာ မၾကိဳက္ဘူးဗ်။ အဲ့ဒါေၾကာင့္ ဝယ္စားတာ။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ကိုရီးယားစာ ေလ့လာရတာ ခက္ပါတယ္။’ ဆိုတဲ့ ဝါက်မွာလို ၾကိယာ + -ရတာ ဆိုတာမိ်ဳး ေဖာ္ျပခ်င္တဲ့အခါ
‘ၾကိယာ + -는 것’ ကို အသံုးျပဳပါတယ္။

·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င္ငံျခားဘာသာကုိ ေလ့လာရတာ ေပ်ာ္စရာေကာင္းပါတယ္။
·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 မနက္ပိုင္း ေစာေစာ ထရတာ ခက္ပါတယ္။

보기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ပံုကုိ ၾကည့္ျပီး ဥပမာထဲက အတိုင္း ဝါက်ကုိ အဆံုးသတ္ပါ။

1) 

2)

3)

4)

가: 먼지가 너무 많아요.

나: 청소할 때는 창문을                                 이 좋아요.

가: 왜 빨래를 안 했어요?

나: 비가 올 때는 빨래를                                 이 안 좋아요.

가: 왜 옷을 모두 다려요?

나: 저는 옷을                                 이 재미있어요.

가: 왜 사진을 안 찍어요?

나: 저는 사진                                 을 안 좋아해요.

   20과_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79

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요리가 힘들지 않아요?

 나: 괞찮아요.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요.

보기

1)  가: 먼지가 너무 많아요.

  나: 청소할 때는 창문을 이 좋아요.

2)  가: 왜 빨래를 안 했어요?

  나: 비가 올 때는 빨래를 이 안 좋아요.

3)  가: 왜 옷을 모두 다려요?

  나: 저는 옷을 이 재미있어요.

4)  가: 왜 사진을 안 찍어요?

  나: 저는 사진 을 안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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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장을 보다                   옷을 다리다                   빨래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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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리가 힘들지 않아요? ဟင္းခ်က္ရတာ မပင္ပန္းဘူးလား။

나:  괜찮아요.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요.  

 ရပါတယ္။ ကြ်န္မက အစားအစာ ခ်က္ျပဳတ္ရတာ ေပ်ာ္ပါတယ္။

‘-는 것’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정답   1) 여는 것   2) 하는 것   3) 다리는 것   4) 찍는 것

문법 2  သဒၵါ ၂ -는 것 G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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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보기 2

이름 နာမည္ 집안일 အိမ္အလုပ္

보기  

투안 ထူအန္း 
정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အိမ္ရွင္းရတာကုိ  အၾကိဳက္ဆံုးပါ။

리한 ရီဟန္
요리하는 것을 가장 안 좋아해요.

ဟင္းခ်က္ရတာကုိ မၾကိဳက္ဆုံးပါ။

1)

2)

3)

4)

5)

가:  투안 씨는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해요? ထူအန္းက အိမ္အလုပ္ လုပ္ရတာကုိ ၾကိဳက္လား။

나: 네, 좋아해요. ဟုတ္ကဲ့၊ ၾကိဳက္ပါတယ္။

가: 무슨 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ဘယ္အလုပ္ လုပ္ရတာကုိ အၾကိဳက္ဆုံးလဲ။

나: 정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အိမ္ရွင္းရတာကုိ အၾကိဳက္ဆံုးပဲ။

가:  리한 씨는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해요? ရီဟန္က အိမ္အလုပ္ လုပ္ရတာကုိ ၾကိဳက္လား။

나: 아니요, 안 좋아해요. ဟင့္အင္း၊ မၾကိဳက္ပါဘူး။

가:  무슨 일 하는 것을 가장 안 좋아해요?  ဘယ္ အလုပ္ လုပ္ရတာကုိ မၾကိဳက္ဆုံးလဲ။

나:  요리하는 것을 가장 안 좋아해요. ဟင္းခ်က္ရတာကုိ မၾကိဳက္ဆုံးပါ။

<보기>처럼	친구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မွာ ျပထားသလုိ သူငယ္ခ်င္းနဲ႔ စကားေျပာၾကည့္ပါ။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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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အမႈိက္ သတ္မွတ္ပမာဏ စနစ္နဲ႔ အမိႈက္ခဲြျခား စြန္႔ပစ္ျ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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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쓰레기 종량제 Volume-rate garbage disposal system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The volume-rate garbage disposal system in Korea, starting nationally as of 1995, is a volume-based waste collection free 
system. All households and business owners are required to purchase specially designed plastic bags for waste collection. As 
residents and business owners are not charged fees for the removal of recycling items, it has increased recycling rates.

쓰레기 분리수거 Separate garbage collection

일반 쓰레기
regular garbage

• 정해진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Regular garbage should be thrown away in specially designed plastic bags.

•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It should be thrown away in designated places.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버려야 합니다.
Wet food waste should be dried out before disposal.

• 쓰레기봉투는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습니다.
Specially designed plastic bags can be purchased in supermarkets nearby.

•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가격 
-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다릅니다.

Plastic bags for regular garbage and food waste are diff erent by color.

-   규격별로 있습니다. They are off ered in multiple sizes.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 지역별로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다릅니다.

The prices vary based on the districts.

음식물 쓰레기
 food waste

 

대형 쓰레기
large garbage

• 대형 쓰레기에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Stickers should be placed on the large garbage.

• 스티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살 수 있습니다.

• 스티커는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They can be purchased online, or in a community service center of your 
district.

재활용 쓰레기
Recyclable Items

•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Recyclable waste should be separated from regular garbage.

• 종이류, 빈병류, 플라스틱류가 있습니다.
They are split into paper/cardboard, glass, aluminum cans, and plastic.

헌 옷, 

형광등, 

건전지

old clothes, 
fl uorescent light 
bulbs, batteries

• 헌 옷은 헌 옷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Old clothes should be put into clothing collection bins.

• 형광등, 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Fluorescent light bulbs and batteries should be put into the corresponding 
bins.

No. 05/10=0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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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쓰레기
ရိုးရိုး အမိႈက္

음식물 쓰레기
စားၾကြင္းစားက်န္ 

အမိႈက္

대형 쓰레기
အမိႈက္ အၾကီးစား

재활용 쓰레기
ျပန္လည္အစားထုိး 
အသုံးျပဳႏိုင္ေသာ 

အမႈိက္

헌 옷,
형광등,
건전지

အကၤ်ီေဟာင္း၊ မီးသီး။ 
ဓာတ္ခဲ 

·대형 쓰레기에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အၾကီးစား အမႈိက္ေတြမွာ စတစ္ကာ ကပ္ရပါမယ္။ 
·스티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စတစ္ကာကုိ ျမိဳ႕နယ္ရပ္ကြက္ရံုးေတြမွာ ဝယ္လုိ႔ ရပါတယ္။ 

စတစ္ကာကုိ အြန္လုိင္းကေနလည္း ဝယ္လို႔ ရပါတယ္။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ပန္သုံးႏိုင္တဲ့ အမႈိက္မ်ားကုိ သပ္သပ္ ခဲြပစ္ရပါမယ္။ 

·종이류, 빈병류, 플라스틱류가 있습니다. 
 စကၠဴမ်ား၊ ပုလင္းခံြမ်ား၊ ပလတ္စတစ္မ်ား ဆုိျပီး  ခဲြထားပါတယ္။

·헌 옷은 헌 옷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အကၤ်ီအေဟာင္းေတြကုိေတာ့ အကၤ်ီပံုးထဲ ထည့္ရပါမယ္။ 

·형광등, 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မီးသီး၊ ဓာတ္ခဲမ်ားကုိလည္း သပ္သပ္ ခဲြထားတဲ့ ပံုးထဲ ထည့္ရပါမယ္။

·정해진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သတ္မွတ္ထားတဲ့ အမိႈက္အိတ္အတြင္း ထည့္ရပါမယ္။
·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သတ္မွတ္ထားတဲ့ ေနရာမွာ ပစ္ရပါမယ္။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버려야 합니다. 
 စားၾကြင္းစားက်န္ အမိႈက္မ်ားကုိေတာ့ အရည္မ်ား ဖယ္ျပီး ပစ္ရပါမယ္။
·쓰레기봉투는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습니다.
 အမိႈက္အိတ္မ်ားကုိ အနီးအနားရိွ ကုန္စံုဆိုင္မ်ားတြင္ ဝယ္ယူႏိုင္ပါတယ္။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가격
 အမႈိက္အိတ္ အမ်ိဳးအစားမ်ားႏွင့္ ေစ်းႏႈန္းမ်ား
-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다릅니다. 
 ရိုးရိုး အမႈိက္အိတ္ႏွင့္ စားၾကြင္းစားက်န္ အမႈိက္အိတ္ ကြာျခားပါတယ္။ 
- 규격별로 있습니다.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အရြယ္အစား အလုိက္ ရိွပါတယ္။ (၅၊ ၁၀၊ ၂၀၊ ၃၀၊ ၅၀၊ ၇၅ လီတာ)
- 지역별로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다릅니다. 
 ေဒသအလုိက္ အမႈိက္အိတ္ ေစ်းႏႈန္း ကြာျခားပါတယ္။ 

쓰레기 종량제 အမိႈက္ သတ္မွတ္ပမာဏ စနစ္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지정된 규

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

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အမႈိက္ထြက္လာတဲ့ ပမာဏေပၚ မူတည္ျပီး အခေၾကးေငြ ကဲြျပားစြာ ေကာက္ခံတဲ့ စနစ္ပါ။ ကုိရီးယားမွာေတာ့ သတ္မွတ္ထားတဲ့ 
အမႈိက္ပမာဏ အရြယ္လိုက္ အမႈိက္အိတ္ေတြကုိ ေရာင္းခ်လ်က္ ရိွျပီး အဲဒီ အိတ္နဲ႔ပဲ အမိႈက္ ထည့္ပစ္ရပါတယ္။ ျပီးေတာ့ 
ျပန္သုံးႏိုင္တဲ့ အမႈိက္ေတြကုိေတာ့ ထည့္ပစ္စရာ မလုိလုိ႔ ျပန္လည္အသုံးျပဳမႈႏႈန္းကုိ ျမွင့္တင္တဲ့အတြက္ အက်ိဳးရိွပါတယ္။ 
၁၉၉၅ခုႏွစ္က စျပီး တစ္ႏိုင္ငံလုံး က်င့္သုံးလ်က္ရွိပါတယ္။ 

쓰레기 분리수거 အမႈက္ိခြျဲခား စြန္႔ပစ္ျခင္း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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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안 좋아요.

② 너무 달아서 저는 안 먹고 싶어요.

③ 약속 시간에 늦어서 너무 미안해요.

④ 청소를 너무 안 해서 방이 더러워요. 

4. ① 괜찮아요. 지난번에 한 번 봤어요.

② 싫어요.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③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내일은 어려워요.

④ 미안해요. 무릎이 안 좋아서 닦는 것이 힘들어요.

5. ① 좋아요. 저하고 같이 걷어요.      

② 글쎄요. 저는 아까 걷었어요.

③ 그래요. 제가 바로 걷어 줄게요.   

④ 맞아요. 내일 저녁에 걷을 거예요.

Track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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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Track 66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မယ့္ အေျဖကုိ ေရြးပါ။

3.  ①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안 좋아요.

 ② 너무 달아서 저는 안 먹고 싶어요.

 ③ 약속 시간에 늦어서 너무 미안해요.

 ④ 청소를 너무 안 해서 방이 더러워요.

4. ① 괜찮아요. 지난번에 한 번 봤어요.

 ② 싫어요.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③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내일은 어려워요.

 ④ 미안해요. 무릎이 안 좋아서 닦는 것이 힘들어요.

5.  ① 좋아요. 저하고 같이 걷어요.

 ② 글쎄요. 저는 아까 걷었어요.

 ③ 그래요. 제가 바로 걷어 줄게요.

 ④ 맞아요. 내일 저녁에 걷을 거예요.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မးခြန္း နံပါတ္ ၁နဲ႔ ၂မွာေ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စကားလံုးကို ေရြးေပးရမွာပါ။ ေသခ်ာ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242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20 ကြ်န္ေတာ္ ပန္းကန္ေဆးလိုက္မယ္္။  243242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 ① 여: 쓸어요 လွည္းပါတယ္       ② 여: 닦아요 သုတ္ပါတယ္

 ③ 여: 돌려요 လွည့္ပါတယ္    ④ 여: 버려요 ပစ္ပါတယ္

2. ① 남: 장을 봐요 ေစ်းဝယ္ပါတယ္             ② 남: 밥을 해요 ထမင္းခ်က္ပါတယ္

 ③ 남: 음식을 만들어요 အစားအစာ ျပဳလုပ္ပါတယ ္ ④ 남: 설거지를 해요 ပန္းကန္ေဆးပါတယ္

3. 여: 방이 너무 더럽네요. အခန္းက အရမ္း ညစ္ပတ္တယ္ေနာ္။

4. 남: 투안 씨는 방을 닦을래요? ထူအန္းက အခန္း ၾကမ္းသုတ္ထားေပးမလား။ 

5. 여: 제 빨래 좀 지금 걷어 주세요. ကြ်န္မ အဝတ္ေတြ တစ္ဆိတ္ေလာက္ အခု ရုတ္ေပးပါ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④  2. ④  3. ④  4. ④  5. ③ 

정답   1. ③  2. ②

1. ① 남: 빗자루입니다. တံျမက္စည္းပါ။  ② 남: 청소기입니다. ဖုန္စုပ္စက္ပါ။

 ③ 남: 쓰레받기입니다. ေဂၚျပားပါ။    ④ 남: 먼지털이입니다. ဖုန္သုတ္ဝတ္ပါ။

2. ① 책을 읽고 있습니다. စာအုပ္ဖတ္ေနပါတယ္။

 ②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ငါးမွ်ားေနပါတယ္။

 ③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တာင္တက္ေနပါတယ္။

 ④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သူငယ္ခ်င္းကုိ ေတြ႔ေနပါ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이것은 무엇입니까? ဒါ ဘာလဲ။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သူ ဘာလုပ္ေနတာလဲ။

  ①                ②                ③               ④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20

242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20 ကြ်န္ေတာ္ ပန္းကန္ေဆးလိုက္မယ္္။  243242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Jam 2 Sore.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방이 정말                         . အခန္းက အရမ္း ညစ္ပတ္ေနတယ္။

나: 요즘 청소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အခုတစ္ေလာ သန္႔ရွင္းေရး ေတာ္ေတာ့္ကုိ မလုပ္ျဖစ္လုိ႔ပါ။ 

     ① 바빠요  ② 깨끗해요  ③ 가까워요  ④ 지저분해요

4.

 
가: 우리 같이 작업장을 청소할까요? ကြ်န္ေတာ္တုိ႔ အတူတူ အလုပ္ခြင္ကုိ သန္႔ရွင္းေရးလုပ္ၾကမလား။

나:  좋아요. 제가                         . ေကာင္းသားပဲ။ ကြ်န္ေတာ္ အလုပ္ခြင္ကုိ လွည္းက်င္းလုိက္ပ့ါမယ္။

     ① 작업장을 쓸게요   ② 작업장이 넓어요

     ③ 작업장에 없어요   ④ 작업장을 안 볼게요

5.

 

투안 씨, 저 리한이에요. 부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옥상에 제 바지를 널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기숙사에 못 들어가요 . 투안 씨가 오늘 저녁에 제 바지를 좀                        주세요. 

고마워요.

ထူအန္းေရ၊ ကြ်န္ေတာ္ ရီဟန္ပါ။ အကူအညီေတာင္းစရာေလးရိွလုိ႔။ ကြ်န္ေတာ္ ဒီေန႔ မနက္က ေခါင္မိုးထပ္မွာ 
ကြ်န္ေတာ့္ ေဘာင္းဘီ လွန္းထားခဲ့တာ။ ဒါေပမယ့္ ကြ်န္ေတာ္ ဒီေန႔ အေဆာင္ကုိ မျပန္ျဖစ္ဘူး။ ထူအန္းက ဒီေန႔ 
ညေနက်ရင္ ကြ်န္ေတာ့္ ေဘာင္းဘီေလး တစ္ဆိတ္ေလာက္ ရုတ္ေပးပါေနာ္။ ေက်းဇူးပါ။ 

     ① 해  ② 걷어  ③ 닦아  ④ 만들어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

2. ① 장을 봐요.  ② 빨래를 해요.

③ 창문을 열어요.  ④ 반찬을 만들어요.

   20과_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8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닦아요.     ② 쓸어요. 

 ③ 씻어요.     ④ 빨아요.

2.  ① 장을 봐요.    ② 빨래를 해요.

 ③ 창문을 열어요.                 ④ 반찬을 만들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방이 정말 .

 나: 요즘 청소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① 바빠요 ② 깨끗해요 ③ 가까워요 ④ 지저분해요

4. 가: 우리 같이 작업장을 청소할까요?

 나: 좋아요. 제가 . 

① 작업장을 쓸게요                ② 작업장이 넓어요

③ 작업장에 없어요                ④ 작업장을 안 볼게요

5.      투안 씨, 저 리한이에요. 부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옥상에 제 바지를 널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기숙사에 못 들어가요. 투안 씨가 오늘 저녁에 제 바지를 좀 

 주세요. 고마워요.

① 해 ② 걷어 ③ 닦아 ④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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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 ေမးခြန္းေတြအတြက္ ဝါက်ေတြ၊ စကားေျပာေတြကို ဖတ္ျပီး ကြက္လပ္ျဖည့္ဖို႔ မွန္ကန္တဲ့ 
အသံုးအႏႈန္းေတြကို ေရြးေပးရမွာပါ။ အရင္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①  5. ②

ေမးခြန္း နံပါတ္ ၁နဲ႔ ၂မွာေတာ့ ပံုကို ၾကည့္ျပီး မွန္တဲ့ ဝါက်ကို ေရြးေပးရမွာပါ။ ေပးထားတဲ့ ပံုနဲ႔ 
သင့္ေတာ္တဲ့ ဝါက်ကို ေရြးပါ။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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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②  3. ③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 စကားလုံးကုိ ေရြးပါ။
 

  ① 밀대입니다. ② 봉투입니다.

  ③ 빗자루입니다. ④ 휴지통입니다.

[2~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2.

 
한국에서는 집들이에 초대를                      선물을 준비합니다. 

ကုိရီးယားမွာကေတာ့ အိမ္တက္ပြဲကုိ ဖိတ္ၾကားခံရရင္ လက္ေဆာင္ ျပင္ဆင္ၾကပါတယ္။

 ① 정하면 ② 받으면

 ③ 기다리면 ④ 생각하면

3.

 

하루 종일 일한 후에는 몸에서 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꼭 샤워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

တစ္ေနကုန္ အလုပ္လုပ္ျပီးတဲ့ေနာက္မွာေတာ့ ကိုယ္ကေန ေခြ်းနံ႔ေတြ အရမ္း ထြက္ပါတယ္။ အဲဒီေတာ့ ရံုးဆင္းလုိ႔ 
အိမ္ျပန္ေရာက္ရင္ မျဖစ္မေန ေရခိ်ဳးျပီး အဝတ္ကုိ သန္႔ရွင္းေအာင္ ေလွ်ာ္ရပါမယ္။

 ① 빨 줄 압니다 ② 널 줄 압니다

 ③ 빨아야 됩니다 ④ 널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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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08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အသတ္သံက အကန္႔အသတ္ရွိပါတယ္။ စုစုေပါင္း အသတ္သံ (၇)ခုပဲ ရွိပါတယ္။ 
လွ်ာလိပ္သံျဖစ္တဲ့ ‘ㄹ’ ကေတာ့ ဥပမာ ‘을’ လိုမ်ဳိး [ l ]  သံနဲ႔ ထြက္ေပးရပါတယ္။

(1) 물, 길, 달, 얼굴 

(2) 서울, 내일, 하늘, 거울

(3) 물 좀 주세요.  

(4) 내일 봐요. 



အာဒစ္က သူေဌးနဲ႔ ေတြ႔ဖို႔ ခ်ိန္းထားပါတယ္။ ဒါေပမယ့္ သူေဌးက အျပင္ ခဏ ထြက္သြားပါတယ္။ 
ေအာက္မွာ အာဒစ္နဲ႔ အတြင္းေရးမွဴးတို႔ၾကား စကားေျပာေနတာေလး ရိွပါတယ္။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비서	 어떻게	오셨어요?
 ဘာကိစၥနဲ႔  လာခဲ့တာပါလဲရွင္။

아딧	 저는	한국건설	아딧이라고	합니다.
   ကြ်န္ေတာ္ကေတာ့ ဟန္ဂု ေဆာက္လုပ္ေရးက  

အာဒစ္လုိ႔ ေခၚပါတယ္။
	 사장님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သူေဌးန႔ဲ ၂နာရီမွာ ခိ်န္းထားတာ ရိွလို႔ လာခဲ့တာပါ။  

비서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전화해	볼게요.
   သူေဌး အျပင္ ခဏ ထြက္သြားလို႔ ကြ်န္မ 

ဖုန္းေခၚၾကည့္လိုက္ပါ့မယ္ရွင္။

	 (통화	후)	(ဖုန္းေခၚျပီးေနာက္)

비서	 곧	오실	거예요.	 
 သိပ္မၾကာခင္  ျပန္လာပါလိမ့္မယ္ရွင့္။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အထဲ ဝင္ျပီး ေစာင့္ေနပါေနာ္။

아딧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ရပါတယ္ခင္ဗ်။ ဒီမွာပဲ ေစာင့္ေနလုိက္ပ့ါမယ္။

(이)라고	하다	-လုိ႔ ေခၚပါတယ္

မိမိကုိယ္ကုိ မိတ္ဆက္တဲ့အခါႏွင့္ အျခား

သူကုိ မိတ္ဆက္ေပးတဲ့အခါ သုံးသည္။ 

·저는	투안이라고	해요.

 ကြ် န္ေတာ္ ထူအန္းလုိ႔ ေခၚပါတယ္။ 

·이	사람은	수루라고	합니다.

 သူတေတာ့ ဆူရူလုိ႔ ေခၚပါတယ္။

-아서/어서	-လုိ႔၊ -ျပီး

အျဖစ္အပ်က္တစ္ခုရဲ႕ အစဥ္လုိက္ 
ျဖစ္ပြားမႈ အခ်ိန္ကုိ ေဖာ္ျပသည္။ 
အေၾကာင္းျပခ်က္ကုိ ေဖာ္ျပသည္။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သူငယ္ခ်င္းနဲ႔ ေတြ႔ျပီး/ ေတြ႔လုိ႔ 
ရုပ္ရွင္ၾကည့္ခ့ဲတယ္။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쉬었어
요.
အိမ္ျပန္ျပီး ညေနစာစား  
နားခဲ့တယ္။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ထမင္းဝိုင္းျပင္တာ ကူေပးရမလား။

1.	아딧	씨는	왜	여기에	왔어요?	အာဒစ္က ဘာေၾကာင့္ ဒီကုိ လာခဲ့တာလဲ။

2.	사장님은	어디에	계세요?	သူေဌးက ဘယ္မွာ ရိွေန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사장님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2.	사장님은	잠깐	밖에	나가셨어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ရွင္းျပတတ္ရန္ႏွင့္ ခြင့္ေတာင္းတတ္ေစရန္ 
□သဒၵါ  -는데/-(으)ㄴ데,	-(으)ㄹ까요

□ေဝါဟာရ  ခိ်န္းဆိုျခင္း၊ ဖိတ္ၾကားျခင္း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မ္တက္ လက္ေဆာင္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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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တြ႔ဖို႔ခ်ိန္းထားတဲ့ ကတိရိွရင္ တည္တတ္ရဲ႕လား။ ခ်ိန္းဆိုမႈနဲ႔ ပတ္သက္တဲ့ စကားလံုးေလးေတြ 
ေလ့လာၾကည့္ရေအာင္။

18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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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는데/(으)ㄴ데’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는데/(으)ㄴ데’.

1) 가: 투안 씨, 시간이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지금은 시간이  조금 이따 오세요. 

2) 가: 모니카 씨, 마트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나: 그럼 우유 좀 사다 주세요.

3) 가: 우리 오늘 같이 청소해요. 방이 너무 더러워요. 

 나: 오늘은 좀  내일 하면 안 돼요?

보기 바쁘다                                               없다                                              가다  

보기 약속을 하다                      기다리다                      안내를 하다                      방문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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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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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는데/(으)ㄴ데’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는데/(으)ㄴ데’.

1) 가: 투안 씨, 시간이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지금은 시간이  조금 이따 오세요. 

2) 가: 모니카 씨, 마트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나: 그럼 우유 좀 사다 주세요.

3) 가: 우리 오늘 같이 청소해요. 방이 너무 더러워요. 

 나: 오늘은 좀  내일 하면 안 돼요?

보기 바쁘다                                               없다                                              가다  

보기 약속을 하다                      기다리다                      안내를 하다                      방문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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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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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는데/(으)ㄴ데’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는데/(으)ㄴ데’.

1) 가: 투안 씨, 시간이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지금은 시간이  조금 이따 오세요. 

2) 가: 모니카 씨, 마트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나: 그럼 우유 좀 사다 주세요.

3) 가: 우리 오늘 같이 청소해요. 방이 너무 더러워요. 

 나: 오늘은 좀  내일 하면 안 돼요?

보기 바쁘다                                               없다                                              가다  

보기 약속을 하다                      기다리다                      안내를 하다                      방문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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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에	아딧	씨를	만났어요.	아딧	씨는	약속을	잘	지켜요.		
၂ နာရီမွာ အာဒစ္နဲ႔ ေတြ႕ခဲ့တယ္။ အာဒစ္က ခိ်န္းတဲ့ ကတိ ေကာင္းေကာင္း တည္ပါတယ္။

•			흐엉	씨는	약속	장소에	안	나왔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ဟူေအာင္းက ခိ်န္းထားတဲ့ ေနရာကုိ မလာခဲ့ဘူး။ ခိ်န္းတဲ့ကတိ မတည္ခဲ့ဘူး။

•	버스를	놓쳐서	약속에 늦었어요.	ဘတ္စ္ကားလြတ္သြားလုိ႔ ခိ်န္းထားတဲ့ဆီ ေနာက္က်သြားတယ္။
•	한	시간	동안	여자	친구를	기다렸지만	안	왔어요.	တစ္နာရီလုံးလံုး ေကာင္မေလးကုိ ေစာင့္ေနခဲ့ေပမယ့္ မလာခဲ့ဘူး။

   21과_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185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뒤에 이어질 내용의 전개를 위해 앞선 상황을 제시할 때 쓴다.

동사이거나 ‘있다/없다’가 있을 때: -는데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ㄴ데

형용사 어간에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은데 

1) 가: 내일 오후 3시에 방문할게요. 

 나: 내일 3시에는 약속이 있는데 4시는 어떠세요? 

2) 가: 지금 시간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나: 지금 좀 바쁜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3) 가: 모니카 씨, 날씨도 좋은데 우리 오늘 놀러 갈까요?

 나: 좋아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어휘 1 약속 Appointment

문법 1 -는데/-(으)ㄴ데

약속을 하다 약속을 지키다 약속을 어기다 약속에 늦다
to make an appointment to keep an appointment to break an appointment late for an appoiontment

방문을 하다 안내하다 안내를 받다 기다리다
to visit to guide to be guided to wait

-는데/-(으)ㄴ데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suggests the previous 
situation in order to develop a 
conversation. For verbs or 있다/없다, 
-는데 is used.
If the stem of an adjective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ㄴ데 
is used.
If the stem of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 other than ㄹ, -은데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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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하다
သြားေရာက္လည္ပတ္သည္

안내하다
လမ္းညႊန္သည္

안내를	받다
လမ္းညႊန္မႈကုိ ရယူသည္

기다리다
ေစာင့္သည္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အာက္က 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약속을	하다	 	 	 기다리다	 	 	 안내를	하다	 	 	 방문하다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약속을	하다			2)	방문하다			3)	안내를	하다			4)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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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약속 ခိ်န္းဆို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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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뒤에 이어질 내용의 전개를 위해 앞선 상황을 제시할 때 쓴다.

동사이거나 ‘있다/없다’가 있을 때: -는데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ㄴ데

형용사 어간에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은데 

1) 가: 내일 오후 3시에 방문할게요. 

 나: 내일 3시에는 약속이 있는데 4시는 어떠세요? 

2) 가: 지금 시간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나: 지금 좀 바쁜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3) 가: 모니카 씨, 날씨도 좋은데 우리 오늘 놀러 갈까요?

 나: 좋아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어휘 1 약속 Appointment

문법 1 -는데/-(으)ㄴ데

약속을 하다 약속을 지키다 약속을 어기다 약속에 늦다
to make an appointment to keep an appointment to break an appointment late for an appoiontment

방문을 하다 안내하다 안내를 받다 기다리다
to visit to guide to be guided to wait

-는데/-(으)ㄴ데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suggests the previous 
situation in order to develop a 
conversation. For verbs or 있다/없다, 
-는데 is used.
If the stem of an adjective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ㄴ데 
is used.
If the stem of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 other than ㄹ, -은데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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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하다
ေတြ႕ရန္ ခိ်န္းဆုိသည္

약속을	지키다
ခိ်န္းတဲ့ ကတိတည္သည္

약속을	어기다
ခိ်န္းတဲ့ ကတိ ေဖာက္ဖ်က္သည္

약속에	늦다
ခိ်န္းထားတာ ေနာက္က်မွ

ေရာက္သြား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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စကား စေျပာဖို႔အတြက္ အရင္က အေျခအေနတစ္ခုကို ညႊန္းျပီး ေျပာတဲ့အခါ သံုးပါတယ္။ ၾကိယာ မ်ိဳးစံုနဲ႔ တြဲဖက္ 
သံုးေလ့ရိွျပီး ‘있다/없다’ နဲ႔ တြဲသံုးတဲ့ အခါမွာေတာ ့‘-는데’ ကို သံုးပါတယ္။ 

동사 (ၾကိယာ) 형용사 (ျဖစ္ျခင္းျပ ၾကိယာ) 명사 (နာမ)္

-는데 자음	(ဗ်ည္း)	→ -은데 모음(သရ)	→ -ㄴ데 인데

먹다	→	먹는데

오다	→	오는데
많다	→	많은데 크다	→	큰데

사람	→	사람인데

친구	→	친구인데

·가: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창문	좀	닫아	주실래요?		

အျပင္မွာ မိုးေတြ မတရား ရြာေနတယ္ဆ    ုိေတာ့ ျပတင္းေပါက္ေလး တစ္ဆိတ္ေလာက္ ပိတ္ေပးပါလားဟင္။ 
	 	나:	네,	그럴게요.	ဟုတ္ကဲ့၊ ပိတ္လုိက္ပ့ါမယ္။
·가:	마웅	씨,	날씨도	좋은데	우리	오늘	놀러	갈까요?	

   ေမာင္ေမာင္ေရ၊ ရာသီဥတုလည္း ေကာင္းတယ္ဆိုေတာ့ ကြ်န္ေတာ္တုိ႔ ဒီေန႔ သြားလည္ၾကမလား။
	 	나:	좋아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ကာင္းသားပဲ။ ဘယ္သြားခ်င္လဲ။
·가:	피자가	맛있는데	더	드실래요?	ပီဇာေတြ စားလို႔ ေကာင္းရေကာင္းနဲ႔၊ ထပ္စားပါဦးလား။
	 	나:	네,	더	주세요.	ဟုတ္ကဲ့၊ ထပ္ေပးပါ။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는데/-(으)ㄴ데’ ကေတာ့ (အေၾကာင္းျပခ်က္)လည္း ျဖစ္သလို (ဝါက်ဆက္)လည္း ျဖစ္ပါတယ္။ ျမန္မာလုိ 
ဘာသာျပန္တဲ့အခါ ျမန္မာဝါက်ဆက္ကို သံုးတာထက္ ဝါက်ႏွစ္ေၾကာင္းအျဖစ္ ဘာသာျပန္လုိက္တာက ပို 
အဆင္ေျပပါတယ္။ 

·더운데	창문을	열까요? ပူလုိက္တာ၊ ျပတင္းေပါက္ ဖြင့္လုိက္ရမလား။
·제	오빠는	학생인데	축구를	아주	잘해요. ကၽြန္မ အစ္ကိုက ေက်ာင္းသားပါ၊ ေဘာလံုးကန္တာ အရမ္း ေကာင္းပါတယ္။

‘-는데/-(으)ㄴ데’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န မွန္ကန္တဲ့ အသံုးကို 
ေရြးျပီး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ကြက္လပ္ျဖည့္ဖို႔ သင့္ေတာ္မယ့္ စကားလုံးကုိ ဥပမာထဲက ေရြးျပီး  ‘-는데/-(으)ㄴ데’ နဲ႔ တဲြဖက္လုိ႔ ဝါက်ကုိ အဆုံးသတ္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는데/-(으)ㄴ데’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투안	씨,	시간이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ထူအန္းေရ၊ အခ်ိန္ရရင္ ဒါေလး နည္းနည္းေလာက္ သင္ေပးပါလားဟင္။

	 나:		지금은	시간이																														조금	이따	오세요.	 

2)		가:		모니카	씨,	마트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나:	그럼	우유	좀	사다	주세요.	ဒါဆို ႏြားႏို႔ေလး နည္းနည္းေလာက္ ဝယ္လာေပးပါလား။

3)		가:		우리	오늘	같이	청소해요.	방이	너무	더러워요.		 	

ကြ်န္ေတာ္တို႔ ဒီေန႔ အတူတူ သန္႔ရွင္းေရး လုပ္ရေအာင္။ အခန္းက အရမ္း ညစ္ပတ္ေနတယ္။

	 나:		오늘은	좀																														내일	하면	안	돼요?

보기

바쁘다

없다

가다

정답 		1)	없는데			2)	가는데			3)	바쁜데

문법 1  သဒၵါ ၁ -는데/-(으)ㄴ데 G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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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နီခါတစ္ေယာက္ ဆိုဟီတို႔ အိမ္ကို အဖိတ္ခံရလို႔ အိမ္တက္လက္ေဆာင္တစ္ခု ဆိုဟီ့ကို 
ေပးလိုက္ပါတယ္။ သူတို႔ ဘာေတြေျပာေနလဲ ခန္႔မွန္းၾကည့္ရေအာင္။ အရင္ဆံုး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ပီးရင္ေတာ့ ဆိုဟီနဲ႔ မိုနီခါ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ပါ။ 

-기가 -ရတာ
ေျပာသူရဲ႕ ထင္ျမင္ယူဆခ်က္ကို ေဖာ္ျပဖို႔ 
သုံးပါတယ္။ ‘-기가’အစား ‘-는	것이’ 
ကုိလည္း အစားထုိး အသုံးျပဳႏိုင္ပါတယ္။

·		이곳은	가게들이	많아서	쇼핑하

기	좋아요.

       ဒီေနရာက ဆိုင္ေတြ မ်ားေတာ့ 
ေရွာ့ပင္ထြက္လုိ႔ ေကာင္းတယ္။

·		한국어를	배우기	쉽지		

않아요.	
ကုိရီးယားစာ ေလ့လာရတာ 
မလြယ္ဘူးလား။

소   희	 모니카	씨,	어서	와요.
 မိုနီခါေရ၊ လာပါ၊ ၾကြပါ။

모니카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အခုလို  ဖိတ္ၾကားေပးတဲ့အတြက္ ေက်းဇူးပါေနာ္။
	 집이	참	좋네요.	
 အိမ္က အရမ္း ေကာင္းလုိက္တာ။

소   희	 고마워요.	그런데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က်းဇူးပဲေနာ္။ ဒါနဲ႔ အိမ္ ရွာရတာ မခက္ဘူလား။

모니카	 아니에요.	금방	찾았어요.
 မဟုတ္တာပဲရွင္။ ခ်က္ခ်င္း ရွာေတြ႔ပါတယ္။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ဒါကေတာ့  အိမ္တက္လက္ေဆာင္ပါ။

소   희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
 ဘာလုိ႔ ဒါမိ်ဳးေတြ ျပင္လာရတာလဲ၊ အားနာစရာ။ 
 어서	앉으세요.
 ထုိင္ပါ၊ ထိုင္ပါ။

모니카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
 ထမင္းဝိုင္းျပင္တာ နည္းနည္း ကူေပးရမလားရွင့္။

소   희 아니에요.	다	됐어요.
 မဟုတ္တာပဲရွင္။ အားလုံး အသင့္ျဖစ္ေနပါျပီ။

정답 		1.	소희	집을	방문했어요.			2.	집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1.	모니카	씨는	어디를	방문했어요?	မိုနီခါက ဘယ္ကုိ သြား/ေရာက္ခဲ့ပါသလဲ။ 

2.	모니카	씨는	무엇을	준비했어요?	မိုနီခါက ဘာကုိ ျပင္ဆင္ခဲ့ပါသ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68

금방	ခ်က္ခ်င္း၊ တေအာင့္ေန၊ ခုနက
၁။ အခိ်န္ သိပ္ မၾကာဘဲ

·			이	일은	어렵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ဒီ အလုပ္က မခက္လုိ႔ ခ်က္ခ်င္း 
ျပီးသြားတယ္။

၂။ သိပ္မၾကာေသးမီကတင္
·가:	이것	좀	드세요.

	 ဒါေလး နည္းနည္း စားပါဦး။

			나:			아니에요.	금방	저녁을		
먹고	왔어요.  

   ဟင့္အင္း၊ ခုနကတင္ ညစာ  
စားျပီး လာခဲ့လုိ႔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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ဖိတ္ၾကားမႈနဲ႔ ပတ္သက္တဲ့ အသံုးအႏႈန္းေလးေတြ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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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초대 Invitation

동사에 붙어 상대방의 생각을 물으며 허락을 구함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까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까요

1) 가: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나: 네, 수미 씨가 선물을 사세요. 제가 케이크를 살게요. 

2) 가: 리한 씨,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을까요?  

 나: 네, 전화 좀 받아 주세요. 

문법 2 -(으)ㄹ까요

-(으)ㄹ 까요 attached to a verb, asks for 
a listener’s opinions and permissions.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ㄹ 까요?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을까요 is added.

초대하다 초대를 받다 선물을 준비하다 집을 찾다
to invite to get invited to prepare a present to look for a house

마중 나가다 음식을 장만하다 상을 차리다  상을 치우다
to come to meet someone to prepare food to set the table to clean the table

이야기를 나누다 배웅하다
to have a conversation with to see someon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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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다
ဖိတ္ၾကားသည္

초대를	받다
ဖိတ္ၾကားျခင္းခံရသည္

선물을	준비하다
လက္ေဆာင္ ျပင္ဆင္သည္

집을	찾다
အိမ္ရွာသည္

마중	나가다
သြားၾကိဳသည္

음식을	장만하다
ခ်က္ျပဳတ္ျပင္ဆင္သည္

상을	차리다
ထမင္းဝိုင္း ျပင္သည္

상을	치우다
ထမင္းဝိုင္း သိမ္းသည္

이야기를	나누다
စကားစျမည္ေျပာသည္

배웅하다
လုိက္ပို႔သည္

초대를	받았어요.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အာက္က ပံုနဲ႔ လုိက္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 ေဝါဟာရထဲကေန ေရြးျပီး 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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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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1)

4)

3)

6)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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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제가 도와줄까요? 

   나: .                       

① 네, 좀 도와주세요     ②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2) 가: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나: .                       

① 아니요, 우리 같이 사요  ② 아니요, 선물 감사합니다

집을 찾다  선물을 준비하다 상을 차리다       

이야기를 나누다 마중 나가다  음식을 장만하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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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초대를	했어요.

보기

집을	찾다

이야기를	나누다

선물을	준비하다

마중	나가다

상을	차리다

음식을	장만하다

정답 		1)	음식을	장만하다			2)	상을	차리다			3)	마중	나가다			4)	선물을	준비하다			5)	집을	찾다				6)	이야기를	나누다

•	우리	집에	친구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장만했어요.	ကြ်န္ေတာ္တုိ႔ အိမ္ကုိ သူငယ္ခ်င္း အလည္ 
ဖိတ္ထားပါတယ္။ ျပီးေတာ့ ကုိရီးယားအစားအစာေတြ ျပင္ဆင္ ထားပါတယ္။

•	우리는	함께	상을 차렸어요.	음식을	다	먹고	상을  
치웠어요.	ကြ်န္ေတာ္တုိ႔ အတူတူ ထမင္းဝိုင္း ျပင္ၾကပါတယ္။ 
အစားအေသာက္ေတြကုိ အကုန္ စားျပီး ထမင္းဝိုင္း သိမ္းၾကပါတယ္။ 

•	나는	집들이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ကြ်န္ေတာ္ အိမ္တက္ အဖိတ္ခံရပါတယ္။ အဲဒါေၾကာင့္ 
လက္ေဆာင္ ျပင္ခဲ့ပါတယ္။

어휘 2  ေဝါဟာရ ၂ 초대 ဖိတ္ၾကားျခင္း

250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초대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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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မးခြန္းကို ဖတ္ျပီး သင့္ေတာ္တဲ့ အေျဖကုိ ေရြးပါ။ 

1)

	

가:	제가	도와줄까요?		ကြ်န္ေတာ္ ကူရမလား။
나:																																																																				.	

					①	네,	좀	도와주세요		 	 ②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2)

	

가: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ကြ်န္ေတာ္ လက္ေဆာင္ ျပင္ရမလား။
나:																																																																				.	

					①	아니요,	우리	같이	사요		 ②	아니요,	선물	감사합니다

정답 		1)	①			2)	①

ေရွ႕မွာ သင္ယူခဲ့တဲ့အတုိင္းပဲ ‘-(으)ㄹ까요?’ ကုိ အဆုိျပဳတဲ့အခါမွာ သံုးပါတယ္။ ေျပာသူက မိမိျဖစ္တဲ့အခါ 
တစ္ဖက္သားရဲ႕ အေတြးကို ေမးျပီး ခြင့္ျပဳခ်က္ေတာင္းတဲ့အဓိပၸါယ္ျဖစ္ပါတယ္။ 

자음	(ဗ်ည္း)	→ -을까요?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ㄹ까요?

닫다	→	닫을까요?
준비하다	→	준비할까요?

만들다	→	만들까요?

·	가: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ကြ်န္မ လက္ေဆာင္ ျပင္လိုက္ရမလား။
	 나:			네,	수미	씨가	선물을	사세요.	제가	케이크를	살게요.		

ဟုတ္ကဲ့၊ ဆူမီက လက္ေဆာင္ ဝယ္ပါ။ ကြ်န္ေတာ္ ကိတ္မုန္႔ ဝယ္လိုက္မယ္။
·	가:	제가	창문을	닫을까요?	ကြ်န္ေတာ္ ျပတင္းေပါက္ ပိတ္လိုက္ရမလား။
	 나:	네,	닫으세요.	ဟုတ္ကဲ့၊ ပိတ္လိုက္ပါ။

‘-(으)ㄹ까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စကားေျပာကို ဖတ္ျပီး သင့္ေတာ္တဲ့ 
ဝါက်ကို ေရြးၾကည့္ပါ။ 

 ‘-(으)ㄹ까요’ ႏွင့္ ‘-(으)ㄹ래요’

‘-(으)ㄹ까요’ နဲ႔ ‘-(으)ㄹ래요’ ႏွစ္ခုစလံုးကုိ သူတစ္ပါးရဲ႕ ထင္ျမင္ခ်က္ကုိ ေမးျမန္းဖို႔နဲ႔ အၾကံဥာဏ္ေပးဖို႔ သံုးပါတယ္။ 
‘-(으)ㄹ까요’ ကုိေတာ့ ကတၱားပုဒ္ ေနရာမွာ ကြ်န္ေတာ္၊ကြ်န္မ ဆုိရင္ သုံးျပီးေတာ့ ‘-(으)ㄹ래요’ ကုိေတာ့ ကြ်န္ေတာ္၊ 
ကြ်န္မ ကတၱားနဲ႔ တဲြသံုးလုိ႔ မရပါဘူး။ ‘-(으)ㄹ까요’ ကုိေတာ့ ေမးခြန္းအေနနဲ႔ပဲ သုံးေပမယ့္ ‘-(으)ㄹ래요’	ကုိ အေမးေရာ၊ 
အေျဖအေနနဲ႔ေရာ အသုံးျပဳႏိုင္ပါတယ္။ 

·	제가	가져올까요?(O)	제가	가져올래요?(X)

·	제가	할까요.(X)	제가	할래요.(O)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250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문법 2  သဒၵါ ၂ -(으)ㄹ까요 G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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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제가	사무실로	갈까요?		ကြ်န္ေတာ္ ရံုးခန္းကုိ သြားရမလား။
나:	네,	사무실로	오세요.	ဟုတ္ကဲ့၊ ရံုးခန္းကုိ လာခဲ့ပါရွ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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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a conversation as follows. 

보기

사무실로 가다

가: 제가 사무실로 갈까요? 

나: 네, 사무실로 오세요. 

1)   2)

3)   4)

음식을 만들다

선물을 준비하다

상을 차리다

상을 치우다

사무실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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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가다

ရံုးခန္းကုိ သြားသည္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မွာ ျပထားသလုိ သူငယ္ခ်င္းနဲ႔ စကားေျပာၾကည့္ပါ။ 

19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a conversation as follows. 

보기

사무실로 가다

가: 제가 사무실로 갈까요? 

나: 네, 사무실로 오세요. 

1)   2)

3)   4)

음식을 만들다

선물을 준비하다

상을 차리다

상을 치우다

사무실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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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만들다

အစားအစာ ျပဳလုပ္သည္

선물을	준비하다

လက္ေဆာင္ ျပင္ဆင္သည္

상을	차리다

ထမင္းဝိုင္း ျပင္သည္

상을	치우다

ထမင္းဝိုင္း သိမ္းသည္

1)	

3)	

2)	

4)	

ဥပမာထဲကလို သူငယ္ခ်င္းနဲ႔ အျပန္အလွန္ စကားေျပာၾကည့္ပါ။ 

정답 		1)	가:	제가	음식을	만들까요?	 	 2)	가:	제가	상을	차릴까요?

	 	 나:	네,	음식을	만드세요.			 	 나:	네,	상을	차리세요.

	 3)	가: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4)	가:	제가	상을	치울까요?

			 	 나:	네,	선물을	준비하세요.																		 나:	네,	상을	치우세요.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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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선물  အိမ္တက္ လက္ေဆာင္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한	후에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데	이것을	‘집

들이’라고	합니다.	집들이를	할	때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초

대	받은	사람은	집들이에	갈	때	선물을	준비합니다.	집들이	선물로는	세제나	휴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세

제는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고,	휴지는	일이	술술	풀리라

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필요한	것을	사	주기도	합니다.	그리

고	새	집에	어울리는	시계나	화분	같은	장식	용품도	선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커피	

잔이나	수저	세트	등	부부가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선물합니다.	여러분도	집들이에	초대	받으면	이

런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ကုိရီးယား လူမိ်ဳးေတြက မဂၤလာေဆာင္ ဒါမွမဟုတ္ အိမ္ေျပာင္းျပီးေနာက္မွာ မိသားစု ဒါမွမဟုတ္ သူငယ္ခ်င္း၊ လုပ္ေဖာ္ ကုိင္ဖက္ေတြကုိ 
အိမ္ကုိ ဖိတ္တတ္ျပီး ဒါကုိ အိမ္တက္လုိ႔ ေခၚပါတယ္။ အိမ္တက္လုပ္တ့ဲအခါ သူငယ္ခ်င္းေတြကုိ ဖိတ္ျပီး သူတုိ႔ စားဖုိ႔ အစားအေသာက္ေတြ 
ျပင္ဆင္ပါတယ္။ ျပီးေတာ့ အဖိတ္ခံရတဲ့ လူက အိမ္တက္ကို သြားတဲ့အခါ လက္ေဆာင္ ျပင္ ရပါ တယ္။ အိမ္တက္ လက္ေဆာင္အျဖစ ္
ဆပ္ျပာမႈန္႔ ဒါမွမဟုတ္ စကၠဴလိပ္က ေရပန္းစားပါတယ္။ ဆပ္ျပာမႈန္႔ကေတာ့ အျမွဳပ္ ေတြ ထြက္သလို မဂၤလာရိွတဲ့ ကိစၥေတြ အမ်ားၾကီး 
ေပၚေပါက္ျပီး သူေဌးျဖစ္ပါေစဆုိတ့ဲ အဓိပၺာယ္ ရွိျပီးေတာ့ စကၠဴလိပ္ကေတာ့ ကိစၥ အဝဝ ေလ်ာေလ်ာရွဴရွဴ ျပီးေျမာက္ပါေစဆုိတ့ဲ အဓိပၺာယ္ 
ရိွပါတယ္။ အခုတေလာမွာေတာ့ ဖိတ္တဲ့ သူကုိ ဘာလိုလဲ ေမး ၾကည့္ျပီး လိုတာကို ဝယ္သြားေပးတဲ့အခါလည္း ရိွပါတယ္။ ျပီးေတာ ့
အိမ္သစ္နဲ႔ လိုက္မယ့္ နာရီတို႔ ပန္းအိုးတို႔လိုမ်ဳးိ အလွဆင္ ပစၥည္းေတြလည္း လက္ေဆာင္အျဖစ္ ေရပန္းစားပါတယ္။ အထူးသျဖင့ ္
မဂၤလာဦးဇနီးေမာင္ႏွံေတြအတြက္ေတာ့ ေကာ္ဖီခြက္တို ႔၊ ဇြန္းနဲ ႔တူတုိ ႔ စတဲ့ လင္မယား ဆင္တူ သံုးလို ႔ ရတဲ့ ပစၥည္းေတြ မ်ားမ်ား 
လက္ေဆာင္ေပးၾကပါတယ္။ လူၾကီးမင္းတုိ႔လည္း အိမ္ တက္ကုိ ဖိတ္ၾကားခံရတ့ဲအခါ ဒီလုိ လက္ေဆာင္ေတြကုိ ျပင္ဆင္ၾကည့္ၾကပါေနာ္။

정답 		1.	집들이				2.	세제	

세제

ဆပ္ျပာမႈန္႔
휴지

စကၠဴလိပ္၊ တစ္ရွဴးလိပ္
화분

ပန္းအိုး

커피	잔

လက္ဖက္ရည္ ပန္းကန္လုံး
수저

ဇြန္းနဲ႔ တူ
시계

တုိင္ကပ္နာရီ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내용 확인 ဥာဏ္စမ္းေမးခြန္း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ကြက္လပ္ျဖည့္ရန္ ဆီေလ်ာ္ေသာ စကားလုံးကုိ ေရးျဖည့္ပါ။

1.	이사를	한	후에	가족,	친구,	회사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အိမ္ေျပာင္းျပီးေနာက္ မိသားစု၊ မိတ္ေဆြ၊ လုပ္ေဖာ္ကုိင္ဖက္ေတြကုိ အိမ္ကုိ ဖိတ္တာကို အိမ္တက္ဟု ေခၚသည္။

2.	집들이	선물로	 	 	은/는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အိမ္တက္လက္ေဆာင္အျဖစ္ ဆပ္ျပာမႈန္႔ကေတာ့ အျမွဳပ္ေတြ ထြက္သလုိ အလုပ္ေတြ ေပၚျပီး သူေဌးျဖစ္ပါေစဆုိတဲ့ အဓိပၸာယ္ 
ရိွပါတယ္။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စကားေျပာတစ္ခုကို နားေထာင္ျပီး ေမးခြန္းႏွစ္ခုအတြက္ အေျဖမွန္ကို ေရြး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ယာက္်ားေလးက ဒီကို ဘာေၾကာင့္ လာခဲ့တာပါလဲ။
	 ①	선물을	사고	싶어서

	 ②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③	집들이에	초대를	받아서

	 ④	사장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5.		남자는	몇	시에	약속을	했습니까?	ေယာက်္ားေလးက ဘယ္ႏွစ္နာရီမွာ ေတြ႔ဖို႔ ခ်ိန္းခဲ့ပါသလဲ။
	 ①	11시		 ②	12시

	 ③	1시		 ④	2시

[1~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약속에	늦었어요.

	 ②	안내해	드리세요.

	 ③	방문을	하려고	해요.

	 ④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2.		①	네,	제가	선물을	샀어요.

	 ②	네,	꽃이	예뻐서	샀어요.

	 ③	아니요,	우리	같이	사러	가요.

	 ④	아니요,	백화점은	너무	비싸요.

3.		①	네,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②	네,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③	아니요,	집	찾기가	어려웠어요.

	 ④	아니요,	제가	음식을	장만할게요.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သာ အေျဖကုိ ေရြးပါ။
Track 69

ေမးခြန္း နံပါတ္ ၁ကေန ၃အထိကေတာ့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မးခြန္း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လူႏွစ္ေယာက္ စကားေျပာေနတာ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21 ထမင္းဝိုင္းျပင္တာ ကူေပးရမလား။  255254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정답 		1.	④		2.	③		3.	①		4.	④		5.	④

정답 		1.	②

1.	여:	어떻게	오셨어요?	ဘာကိစၥနဲ႔ လာခ့ဲတာပါလဲ။

2.	남: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ကြ်န္ေတာ္ လက္ေဆာင္ ျပင္ရမလား။

3.	여:	민수	씨,	투안	씨	집들이에	갈	거예요?		

	 	 မင္ဆူေရ၊ ထူအန္းတုိ႔ အိမ္တက္ကုိ သြားမွာလား။

4-5.	여:	어떻게	오셨어요?	ဘာကိစၥနဲ႔ လာခ့ဲတာပါလဲ။

						 남: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သူေဌးနဲ႔ ေတြ႕ဖုိ႔ လာခ့ဲတာပါ။

						 여:	약속을	하셨어요?	ေတြ႕ဖုိ႔ ၾကိဳခိ်န္းထားပါသလား။

						 남:	네,	2시에	약속을	했어요.	ဟုတ္က့ဲ။ ၂ နာရီမွာ ေတြ႕ဖုိ႔ ခိ်န္းထားပါတယ္။

						 여: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အခု အစည္းအေဝးလုပ္ေနတုန္းမုိ႔ ခဏေလာက္ ေစာင့္ပါေနာ္။

듣기 대본  စာသား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သင့္ေတာ္မယ့္ အေျဖကုိ ေရြးပါ။
	
		①	정말이에요?	토요일에	갔어요?

		②	좋아요.	그런데	몇	시에	가려고	해요?	

		③	그럼요.	수루	씨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④	죄송해요.	일요일에는	반장님을	만나야	해요.

1.	남:	토요일에	반장님	댁에	갈	거예요.	수루	씨도	같이	갈래요?

  စေနေန႔မွာ ဆရာတုိ႔ အိမ္ သြားမလုိ႔၊ ဆူရူေရာ အတူတူ သြားမ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21

21 ထမင္းဝိုင္းျပင္တာ ကူေပးရမလား။  255254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그게	정말이에요?	အဲဒါ တကယ္လား။ 

가:	민수	씨가	어제	입원을	했대요.	မင္ဆူ မေန႔က ေဆးရံုတင္လိုက္ရတယ္တဲ့။
나:	그게 정말이에요?	အဲဒါ တကယ္လား။



Jam 2 Sore.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반장님,	집들이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ဆရာ၊ အိမ္တက္ကုိ ဖိတ္ၾကားေပးတဲ့အတြက္ ေက်းဇူးတင္ပါတယ္။    

					①	인사해		 ②	초대해	 ③	장만해		 ④	준비해

2.

	

한국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집을																																		때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것을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ကုိရီးယား လူမိ်ဳးေတြက မ်ားေသာအားျဖင့္ သူမ်ား အိမ္ကုိ သြားေရာက္တ့ဲအခါ လက္ေဆာင္ ယူသြားတတ္ပါတယ္။

					①	방문할		 ②	전화할	 ③	배웅할		 ④	마중할

3.

	
																																에	늦거나	지키지	못할	때는	미리	전화를	해야	합니다.				

ခ်ိန္းထားတာ ေနာက္က်တာပဲျဖစ္ျဖစ္ ကတိမတည္ႏိုင္တဲ့အခါ ၾကိဳျပီး ဖုန္းဆက္ရပါမယ္။ 

					①	선물		 ②	약속	 ③	안내		 ④	음식

Jam 2 Sore.

[4~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မးခြန္းမ်ားကုိ ေျဖပါ။

	

저는	지난	주말에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시장에	가서	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저녁	6시

가	되어서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세제와	휴지를	받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ကြ်န္ေတာ္ ျပီးခဲ့တဲ့ ပိတ္ရက္မွာ အိမ္တက္လုပ္ခဲ့ပါတယ္။ အဲဒါေၾကာင့္ စေနေန႔ မနက္မွာ အိမ္ကို သန္႔သန္႔ရွင္းရွင္း 
သန္ ႔ရွင္းေရးလုပ္ခဲ ့ပါတယ္။ ျပီးေတာ့ ေန႔လယ္ခင္းမွာ ေစ်းကို သြားျပီး အသားနဲ ႔ ဟင္းသီးဟင္းရြက္ မ် ိ ဳးစံ ု 
ဝယ္ခဲ့ပါတယ္။ အိမ္ကို ျပန္ျပီး အစားအေသာက္ေတြ ျပင္ဆင္ခဲ့ပါတယ္။ ညေန ၆နာရီ ထိုးေတာ့ သူငယ္ခ်င္းေတြ 
အိမ္ကို ေရာက္လာပါတယ္။ အိမ္တက္ လက္ေဆာင္အျဖစ္ ဆပ္ျပာမႈန္႔နဲ႔ တစ္ရွဴးလိပ္ေတြ ရလို႔ အရမ္း ေပ်ာ္ပါတယ္။ 
ကြ်န္ေတာ္တုိ႔ ညစာကုိ အရသာရိွရိွ စားျပီးေနာက္ စကားစျမည္ေျပာခဲ့ၾကပါတယ္။ အရမ္း ေပ်ာ္စရာေကာင္းခဲ့ပါတယ္။ 

4.		 	이	사람이	토요일	아침에	한	일을	고르십시오.	ဒီလူ စေနေန႔ မနက္မွာ လုပ္ခ့ဲတာကုိ ေရြးပါ။
	 ①	상을	차렸습니다.		 	 ②	집을	청소했습니다.

	 ③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④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5.		 	이	사람은	집들이	선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ဒီလူ အိမ္တက္ လက္ေဆာင္အျဖစ္ ဘာကို လက္ခံရရိွခဲ့ပါသလဲ။
	 ①	고기		 ②	세제	 ③	과일		 ④	시계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နံပါတ္ ၁ကေန ၃အထိကေတာ့ ကြက္လပ္ျဖည့္ဖို႔ မွန္ကန္တဲ့ အသံုးအႏႈန္းေတြကို 
ေရြးေပးရမွာပါ။ အရင္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အေျဖမွန္ကို ေရြးၾကည့္ရေအာင္။

ေအာက္မွာ အိမ္တက္နဲ႔ ပတ္သက္တဲ့ သတင္းေဆာင္းပါးေလး ရိွပါတယ္။ အိမ္တက္မွာ ဘာေတြ 
လုပ္တယ္၊ ဘာေလး လက္ေဆာင္ေပးရတယ္ဆိုတာ စဥ္းစားရင္း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ပါ။ 

정답 			1.	②				2.	①				3.	②					4.	②					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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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야	합니다.	같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안	됩니다.

ရိုးရိုး အမိႈက္နဲ႔ စားၾကြင္းစားက်န္ အမိႈက္ကုိ သပ္သပ္စီ ပစ္ရပါမယ္။ တစ္အိတ္ထဲ ထည့္ပစ္လုိ႔ မရပါဘူး။

	 ①	몰래	 ②	이미	 ③	함께	 ④	따로

2.
		

꼭	알고	싶은	전화번호가	있으면	114로	전화하십시오.	상담원에게	그곳의	위치와	가게		
이름을	이야기하면	전화번호를	친절하게																				.

မျဖစ္မေန သိခ်င္တဲ့ ဖုန္းနံပါတ္ ရိွရင္ ၁၁၄ကုိ ဖုန္းဆက္ပါ။ ဝန္ထမ္းကုိ ေနရာနဲ႔ ဆုိင္နာမည္ ေျပာရင္ ဖုန္းနံပါတ္ကုိ
ေဖာ္ေဖာ္ေရြေရြ ေျပာျပပါလိမ့္မယ္။

	 ①	구해	줍니다	 ②	구해야	합니다	 ③	알려	줍니다	 ④	알려야	합니다	

[3~4]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တို႔ကုိ ဖတ္ျပီး ေမးခြန္းမ်ားကုိ ေျဖပါ။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이사한	후	새집으로	친구나	친척	등을	초대해	잔치를	하는데	이

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집들이	선물로는	세제나	두루마리	휴지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세

제	거품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두루마리	휴지처럼	일이	잘	풀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

니다.	(					㉠					)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에	초대를	받으면	세제나	휴지를	사	가지고	갑니다.	

ကုိရီးယားလူမ်ိဳးေတြက မဂၤလာေဆာင္ျပီး ဒါမွမဟုတ္ အိမ္ေျပာင္းျပီးေနာက္မွာ အိမ္သစ္ကုိ သူငယ္ခ်င္းေတြ၊ ေဆြမ်ဳိး 
ေတြကို ဖိတ္ျပီး ပဲြလုပ္ေလ့ရိွျပီးေတာ့ ဒါကုိ အိမ္တက္လုိ႔ ေခၚပါတယ္။ အိမ္တက္ လက္ေဆာင္အေနနဲ႔ ဆပ္ျပာမႈန္႔ 
ဒါမွမဟုတ္ တစ္ရွဴးလိပ္က သင့္ေတာ္ပါတယ္။ အေၾကာင္းရင္းကေတာ့ ဆပ္ျပာျမွဳပ္ေတြလုိ မဂၤလာရိွတဲ့ ကိစၥေတြလည္း 
အမ်ားၾကီး ေပၚေပါက္ျပီး တစ္ရွဴးလိပ္လုိ ကိစၥေတြ အဆင္ေျပေခ်ာေမြ႔ပါေစဆုိတဲ့ အဓိပၸာယ္ရိွလို႔ပဲ ျဖစ္ပါတယ္။ (  ㉠  )  
ကုိရီးယားလူမ်ိဳးေတြက အိမ္တက္ကို အဖိတ္ခံရရင္ ဆပ္ျပာမႈန္႔ ဒါမွမဟုတ္ တစ္ရွဴးလိပ္ကုိ ဝယ္သြားေလ့ရိွၾကပါတယ္။ 

3.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မွာ ထည့္ရန္ သင့္ေလ်ာ္ရာကုိ ေရြးပါ။

	 ①	그리고	 ②	그러나	 ③	그래서	 ④	그러면	

4.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ဒီ စာရဲ႕ အေၾကာင္းအရာနဲ႔ တူတဲ့ အရာက ဘယ္ဟာ ျဖစ္မလဲ။

	 ①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제를	선물합니다.

	 ②	이사를	하면	친구를	초대해	집들이를	합니다.	

	 ③	친구를	만날	때는	휴지나	세제를	사	가야	합니다.	

	 ④	한국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과	함께	잔치를	자주	합니다.	

256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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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③				3.	③				4.	②



ထူအန္းန႔ဲ မုိနီခါတုိ႔ လမ္းျဖတ္ကူးဖုိ႔ လုပ္ေနၾကပါတယ္။ မကူးခင္မွာ ဘာေတြ ေျပာေနၾကပါသလဲ။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22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စည္းမဲ့ကမ္းမဲ့ လမ္းျဖတ္မကူးပါန႔ဲ။

투   안	 차가	안	와요.	빨리	건너가요.	
   ကားမလာဘူး။ ျမန္ျမန္ ကူးရေအာင္။

모니카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ဒီကေန လမ္းျဖတ္ကူးလုိ႔ မရဘူးရွင့္။

투   안	 차도	없는데	뭐	어때요?
  ကားမွ မရိွတာ ဘာျဖစ္လဲဗ်ာ။

모니카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무단	횡단을	
	 하다가	다쳤어요.
   သိပ္မၾကာခင္က ကြ်န္မ သူငယ္ခ်င္းလည္း စည္းမဲ့ကမ္းမဲ့ 

လမ္းျဖတ္ကူးရာကေန ဒဏ္ရာရသြားေသးတယ္။ 

투   안	 정말요?	저는	무단	횡단	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그냥	길을	건넜는데…….
  ဟုတ္လား။ ကြ်န္ေတာ္ကေတာ့ လမ္းမကူးရ ဆုိင္းဘုတ္ ရိွတာေတာင္  

ဒီအတုိင္း ျဖတ္ျဖတ္ကူးေနခဲ့တာ...

모니카	 투안	씨도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빨리	가요.
   ထူအန္းလည္း ေနာက္ သတိထားေပါ့။ ဟုိမွာ လူကူးမ်ဥ္းၾကား ရိွတာပဲ။ 

ျမန္ျမန္ သြားရေအာင္။ 

정답 		1.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쳤어요.			2.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거예요.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70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တားျမစ္စည္းကမ္းမ်ား လိုက္နာတတ္ေစရန္၊ 
အေၾကာင္းရင္း ေျပာတတ္ေစရန္။

□သဒၵါ  -(으)면	안	되다,	-(으)니까

□ေဝါဟာရ  တားျမစ္စည္းကမ္းမ်ား၊ ေရွာင္ရန္ ေဆာင္ရန္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မ်ားသုံးေနရာ အသိေပး ဆုိင္းဘုတ္မ်ား

258  22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1.	모니카	씨의	친구는	왜	다쳤어요?	မိုနီခါရဲ႕ သူငယ္ခ်င္းက ဘာေၾကာင့္ ဒဏ္ရာရသြားခဲ့တာလဲ။

2.	두	사람은	어디에서	길을	건널	거예요?	သူတုိ႔ ႏွစ္ေယာက္က ဘယ္ကေန လမ္းျဖတ္ကူးၾကမွာ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아도/어도	 
ေရွ႕မွ အေျခအေန၊ အျဖစ္အပ်က္ေပ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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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အျမန္ေမာင္းရာကေန ကားတုိက္မႈ 
ျဖစ္သြားတယ္။

22 စည္းမဲ့ကမ္းမဲ့ လမ္းျဖတ္မကူးပါန႔ဲ။  259



ေအာက္ပါ ဆိုင္းဘုတ္ေတြက ဘာကို ညႊန္ျပေနပါသလဲ။ ဘာေတြကိုေတာ့ လုပ္သင့္ျပီး ဘာေတြ 
မလုပ္သင့္ဘူး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22과_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195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가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면 안 되다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면 안 되다

1) 가: 이곳은 주차 금지예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2) 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나: 아니요.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어휘 1 금지 Prohibition

문법 1 -(으)면 안 되다 

-(으)면 안 되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prohibition of an action or 
refusal of permission.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면 안 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면 안 되다 is added.

금연 음식물 반입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진 촬영 금지
No smoking No food or drink allowed No cell phone No photography

실내 정숙 출입 금지 접근 금지 무단 횡단 금지
Quiet zone No trespassing No approach No jaywalking

주차 금지 과속 금지
No parking No sp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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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ဒီေနရာကုိ ဝင္ထြက္ျခင္း မျပဳရပါ။
•		손대면 안 돼요.	ထိေတြ႕ကုိင္တြယ္ျခင္း မျပဳရပါ။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လူကူးမ်ဥ္းၾကား မရိွေသာ ေနရာကေန လမ္းျဖတ္ကူးျခင္း မျပဳရပါ။
•		이곳에	차를 세우면 안 돼요.	

				ဒီေနရာမွာ ကားရပ္ျခင္း မျပဳ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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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면 안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으)면 안 되다’.

1)  안에 .

2)  공연장 안에서 .

3)  극장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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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②     ㉡

③     ㉢

④     ㉣

⑤     ㉤

음식물 반입 금지

주차 금지

금연

접근 금지 

실내 정숙

보기 들어가다                                 사진을 찍다                                 통화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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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반입	금지 ㉢ 금연㉡ 주차	금지 ㉣ 접근	금지 ㉤ 실내	정숙

금연
ေဆးလိပ္ မေသာက္ရ

음식물	반입	금지
အစားအေသာက္မ်ား 

သယ္ေဆာင္လာျခင္း မျပဳရ

휴대전화	사용	금지
ဖုန္း မသုံးရ

사진	촬영	금지
ဓာတ္ပံု မရိုက္ရ

실내	정숙
ဆူညံျခင္း မျပဳရ

출입	금지
ဝင္ထြက္ျခင္း မျပဳရ

접근	금지
ခ်ဥ္းကပ္ျခင္း မျပဳရ

무단	횡단	금지
စည္းကမ္းမဲ့ လမ္းျဖတ္ကူးျခင္း မျပဳရ

주차	금지
ကားမရပ္ရ

과속	금지
အရိွန္လြန္ မေမာင္းရ

ပံုကို ၾကည့္ျပီး သင့္ေလ်ာ္ရာ အသံုးအႏႈန္းနဲ႔ မ်ဥ္းေၾကာင္းဆဲြ ဆက္သြယ္ပါ။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① ③② ④ ④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258  22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어휘 1  ေ၀ါဟာရ ၁ 금지 တားျမစ္ခ်က္မ်ား

22 စည္းမဲ့ကမ္းမဲ့ လမ္းျဖတ္မကူးပါန႔ဲ။  259



260  22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ၾကိယာနဲ႔ တြဲဖက္ျပီး အျပဳအမူ တစ္ခုကို ျငင္းပယ္တားျမစ္တဲ့အခါမွာ သံုးပါတယ္။

자음	(ဗ်ည္း)	→	-으면 안 되다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면 안 되다

찍다	→	찍으면 안 되다
하다	→	하면 안 되다

열다	→	열면 안 되다

·	가:	이곳은	주차	금지예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ဒီေနရာက ကားမရပ္နယ္ေျမပါ။ ဒီမွာ ကားရပ္လို႔ မရပါဘူး။
	 	 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မသိလိုက္လို႔ပါခင္ဗ်။ ေတာင္းပန္ပါတယ္။
·	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ဒီမွာ ဓာတ္ပံုရိုက္လို႔ ရပါသလားခင္ဗ်။
	 	 나:	아니요,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မရပါဘူး၊ ျပတိုက္ထဲမွာ ဓာတ္ပံုရိုက္လို႔ မရပါဘူး။

‘-(으)면	안	되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န သင့္ေတာ္မယ့္ စကားလံုးကို 
ေရြးျပီး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1.		 	 						 	 	 	 		2.																			

	 	 	 여기에서																													.	 			 	 			이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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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ပ္ျပီး ေလ့လာရေအာင္။ ပံုကို ၾကည့္ရင္း ‘-(으)면	안	되다’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정답 	1)	들어가면	안	돼요				2)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3)	통화를	하면	안	돼요

정답 	1.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2.	차를	세우면	안	돼요

보기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면	안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2)

3)

안에(안으로)																																																																		.

공연장	안에서																																																																.

극장	안에서																																																																			.

들어가다	 	 	 사진을	찍다	 	 	 통화를	하다

19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면 안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으)면 안 되다’.

1)  안에 .

2)  공연장 안에서 .

3)  극장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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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②     ㉡

③     ㉢

④     ㉣

⑤     ㉤

음식물 반입 금지

주차 금지

금연

접근 금지 

실내 정숙

보기 들어가다                                 사진을 찍다                                 통화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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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က္လပ္ျဖည့္ဖို႔ သင့္ေတာ္တဲ့ အသံုးအႏႈန္း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으)면	안	되다’ ကုိ အသုံးျပဳကာ ဝါက်ကုိ 
အဆုံးသတ္ပါ။ 

문법 1  သဒၵါ ၁ -(으)면 안 되다 G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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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မွာ ဂီ်ဟြန္းနဲ႔ ရီဟန္တို႔ ဘတ္စ္ကားမွတ္တိုင္မွာ စကားေျပာေနတာေလး ရိွပါတယ္။ ဂီ်ဟြန္းက 
ေဆးလိပ္ေသာက္ဖို႔ ျပင္ေနတဲ့ ရီဟန္ကို ဘာေတြ ေျပာေနပါလဲ။ အရင္ဆံုး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ပီးရင္ေတာ့ ရီဟန္နဲ႔ ဂ်ီဟြန္း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ပါ။

지훈	 리한	씨,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ရီဟန္ေရ၊ ဘတ္စ္ကားမွတ္တုိင္မွာ ေဆးလိပ္ ေသာက္လို႔ 

မရဘူး။ 

리한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အျပင္မွာေတာင္  ေဆးလိပ္ေသာက္လုိ႔ မရဘူးလား

지훈	 네,	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돼요.
  ဟုတ္တယ္၊  ဘတ္စ္ကားမွတ္တုိင္က 

ေဆးလိပ္မေသာက္ရနယ္ေျမမို႔ ေဆးလိပ္ေသာက္  
ရင္ ဒဏ္ေငြ ေဆာင္ရလိမ့္မယ္။

리한	 아,	그래요?	몰랐어요.
 ေၾသာ္ ဟုတ္လား။ မသိလုိ႔ပါ။

지훈 리한	씨,	저	때문에	5만원을	벌었으니까	
	 밥	사세요.
  ရီဟန္ေရ၊ ကြ်န္ေတာ့္ေၾကာင့္ ဝမ္၅ေသာင္း မကုန္ေတာ့ 

ဘူးဆိုေတာ့ ထမင္း ဝယ္ေကြ်းေတာ့ဗ်ာ။

리한	 에이,	왜	그래요?	하하하.
 ဟာဗ်ာ၊ ဘယ္လို ျဖစ္ရတာတုန္း။ ဟားဟားဟား။

-아야/어야	되다	

မျဖစ္မေနလုပ္ရမည့္ အရာ 

·		내일은	일찍	회사에	가야	

돼요.

   မနက္ျဖန္ ရံုးကုိ အေစာၾကီး 

သြားရမယ္။

·		극장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꺼야	돼요.	

   ျပဇာတ္ရံု အတြင္းမွာ ဖုန္းပိတ္ 

ထားရပါမယ္။

때문에 ေၾကာင့္/လို႔
ေရွ႕က အျဖစ္အပ်က္က ေနာက္မွာ 
ဆက္ျဖစ္တာရဲ႕ အေၾကာင္းရင္း
ျဖစ္ပါတယ္။

·	눈	때문에	길이	너무	미끄
러워요.

   ႏွင္းေတြေၾကာင့္ လမ္း အရမ္း 
ေခ်ာ္ေနတယ္။

·	감기	때문에	회사에	결근했
어요.

 အေအးမိလို႔ ရံုးပ်က္သြားတယ္။

1.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ဘတ္စ္ကား မွတ္တုိင္မွာ ေဆးလိပ္ေသာက္လုိ႔ ရပါသလား။
2.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ဆးလိပ္မေသာက္ရနယ္ေျမမွာ  ေဆးလိပ္ေသာက္ရင္  ဘယ္လုိ လုပ္ရပါသ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아니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2.	벌금을	내야	돼요.

대화 2  စကားေျပာ ၂ Track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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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အမ်ားျပည္သူနဲ႔ သက္ဆိုင္တဲ့ ေနရာေတြမွာ မလုပ္သင့္တဲ့ အျပဳအမူေတြအျဖစ္ ဘာေတြ ရွိမယ္လို႔ 
ထင္ပါသလဲ။ 

19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하면 안 되는 행동 Behaviors you must not do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하여 이유나 판단의 근거임을 나타낸다. 

(※ 명사일 때는 ‘-(이)니까’를 사용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니까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니까

1) 가: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나: 아니요. 여기는 금연이니까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 

2) 가: 버스를 타고 갈까요?  

    나: 지금은 차가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요.  

3) 가: 오늘 참 날씨가 맑네요.    

    나: 네,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가고 싶어요. 

문법 2 -(으)니까 

-(으)니까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s used for causal relations. 
It expresses a cause or a reason for an 
action that follows. As for nouns, 
a noun is followed by -(이)니까.
When the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니까 is used.
When the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니까 is added.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버리다 쓰레기를 버리다 침을 뱉다
 to smoke to throw away cigarette butts to throw away trash to spit

뛰어다니다 떠들다 새치기를 하다 자리를 차지하다
to run around to make noise to cut in line to take space

다리를 벌려서 앉다 손대다
to sit with one’s legs wide open to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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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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담배를 피우다            새치기를 하다              쓰레기를 버리다              침을 뱉다

2. 다음을 알맞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Match an expression to another to complete the sentences.

① 이곳은 사진 촬영 금지니까     ㉠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② 건물 안에서는 금연이니까     ㉡ 전화를 하면 안 돼요.

③ 극장 안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니까     ㉢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4)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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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다
ေဆးလိပ္ ေသာက္သည္

담배꽁초를	버리다
ေဆးလိပ္တို ပစ္သည္

쓰레기를	버리다
အမိႈက္ပစ္သည္

침을	뱉다
တံေတြးေထြးသည္

뛰어다니다
ေျပးသြားေျပးလာလုပ္သည္

떠들다
ဆူညံစြာ စကားေျပာသည္

새치기를	하다
လုိင္းျဖတ္စီသည္ 

ၾကားျဖတ္တုိးသည္

자리를	차지하다
ေနရာ (အကုန္) ယူ/ဦးသည္

다리를	벌려서	앉다
ေျခေထာက္ကားျပီး ထုိင္သည္

손대다
ကုိင္ၾကည့္သည္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နဲ႔ ကုိက္ညီမယ့္ အသုံးအႏႈန္းကုိ ဥပမာထဲကေန ေရြးျပီး ထည့္ပါ။

담배를	피우다	 	 새치기를	하다	 	 쓰레기를	버리다	 	 침을	뱉다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새치기를	하다			2)	담배를	피우다			3)	쓰레기를	버리다			4)	침을	뱉다

어휘 2  ေဝါဟာရ ၂ 하면 안 되는 행동 မလုပ္သင့္ေသာ အျပဳအမူ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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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 နာမဝိေသသနတို႔နဲ႔ တဲြဖက္ျပီး ကိစၥတစ္ခုခုကို ေစခိုင္းရျခင္း အေၾကာင္းအရင္းကို ေဖာ္ျပခ်င္ တဲ့အခါ 
သံုးပါတယ္။ ‘-(으)세요’,	‘-(으)ㄹ까요?’,	‘-(으)ㄹ래요?’,	‘-(으)ㅂ시다’ တို႔နဲ႔ တဲြျပီး သံုးေလ့ ရိွပါတယ္။

·지금은	차가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အခု ကားပိတ္ေနတယ္ဆိုေတာ့ ေျမေအာက္ရထား စီးသြားပါ။
·	날씨가	좋으니까	밖으로	나갈까요?		ရာသီဥတုေကာင္းတယ္ဆိုေတာ့ အျပင္သြားၾကမလား။
·	내일은	주말이니까 같이	영화를	봅시다.	မနက္ျဖန္ နားရက္ဆိုေတာ့ အတူတူ ရုပ္ရွင္ ၾကည့္ရေအာင္။

2.	다음을	알맞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①	이곳은	사진	촬영	금지니까		 ㉠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②	건물	안에서는	금연이니까		 ㉡	전화를	하면	안	돼요.

③	극장	안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니까		 ㉢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သင့္ေတာ္ရာခ်င္း ဆက္သြယ္ျပီး ဝါက်ကုိ အဆုံးသတ္ပါ။

‘-(으)니까’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အာက္မွာ ေပးထားတာေတြကို သင့္ေတာ္ရာခ်င္း 
ဆက္သြယ္ျပီး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정답 			①	㉢				②	㉠			③	㉡

 ‘-(으)니까’ ႏွင့္ ‘-아서/어서’

‘-(으)니까’	နဲ႔ ‘-아서/어서’ ႏွစ္ခုစလုံးကို အေၾကာင္းအရင္းကုိ ေဖာ္ျပတဲ့အခါမွာ သံုးႏိုင္ပါတယ္။ ‘-(으)니까’ ရဲ႕ 
ေနာက္မွာေတာ့ ေတာင္းဆိုခ်က္၊ ေစခိုင္းခ်က္ ဝါက်ေတြကို သံုးလို႔ မရေပမယ့္ ‘-아서/어서’ ရဲ႕ ေနာက္မွာေတာ့ 
ဘယ္လို ဝါက်မ်ိဳးမဆို သံုးႏိုင္ပါတယ္။ ျပီးေတာ့ ‘-(으)니까’ နဲ႔ ‘-았/었-’ ကို တဲြသံုးလို႔ရေပမယ့္ ‘-아서/어서’ ကိုေတာ့ 
‘-았/었-’ ကိုေတာ့ တဲြသံုးလုိ႔ မရပါဘူး။

·더우니까	창문을	여세요.(O)	더워서	창문을	여세요.(X)

·배가	아팠어서	병원에	갔어요.(X)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262  22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문법 2  သဒၵါ ၂ -(으)니까 G22-2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ဒီအေတာအတြင္း ေနထိုင္ေကာင္းရဲ႕လား။ 

가:			투안	씨	오랜만이네요.	고향에	잘	다녀왔어요?		

ထူအန္း မေတြ႔ရတာ ၾကာျပီေနာ္။ ဇာတိကိုေရာ ေကာင္းေကာင္း သြားလည္ျပီး ျပန္ခဲ့ရဲ႕လား။ 
나:	네,	과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ဟုတ္ကဲ့၊ ဌာနမွဴး။ ဒီအေတာအတြင္း ေနထိုင္ေကာင္းရဲ႕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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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မွာ ျပထားသလုိ သူငယ္ခ်င္းနဲ႔ စကားေျပာၾကည့္ပါ။

가: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돼요.		 	

စာၾကည့္တုိက္မွာ ဆူညံစြာ စကား မေျပာရပါဘူး။

나:	죄송합니다.	

	 ေတာင္းပန္ပါတယ္။

떠들다

ဆူညံစြာ 
စကားေျပာသည္

20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1.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a conversation as follows.

보기

도서관

가: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돼요. 

나: 죄송합니다. 

1)   2)

3)   4)

병원

공연장

미술관

식당

큰 소리로 

전화하다

떠들다

사진을 

찍다

그림에 

손대다 

담배를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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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စာၾကည့္တုိက္

20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1.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a conversation as follows.

보기

도서관

가: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돼요. 

나: 죄송합니다. 

1)   2)

3)   4)

병원

공연장

미술관

식당

큰 소리로 

전화하다

떠들다

사진을 

찍다

그림에 

손대다 

담배를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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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전화하다
အသံက်ယ္ေလာင္စြာ 

ဖုန္းေျပာသည္

사진을	찍다
ဓာတ္ပံုရိုက္သည္

그림에	손대다
ပန္းခီ်ကားကုိ

ေလွ်ာက္ကုိင္သည္

담배를	피우다
ေဆးလိပ္ေသာက္သည္

병원	ေဆးရံ

공연장	ရိွဳးပဲြ

미술관	ပန္းခီ်ျပခန္း

식당	စားေသာက္ဆုိင္

1)	

3)	

2)	

4)	

정답 		1)	가:	병원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면	안	돼요.		 2)	가:	미술관에서	그림에	손대면	안	돼요.

	 	 나:	죄송합니다.	 	 나:	죄송합니다.

	 3)	가: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4)	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나:	죄송합니다.	 	 나:	죄송합니다.	

정답 		1.	떠들면			2.	미술관			3.	담배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ကြက္လပ္တြ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ဖည့္ပါ။ 

1.	도서관에서	 	 	 	안	돼요.	စာၾကည့္တုိက္မွာ ဆူညံစြာ စကားေျပာလုိ႔ မရပါဘူး။

2.	 	 	 에서	그림에	손대면	안	돼요.	ပန္းခ်ီျပခန္းမွာ ပန္းခ်ီကားကုိ ေလွ်ာက္ကိုင္လုိ႔ မရပါဘူး။ 

3.	식당에서	 	 를	피우면	안	돼요.	စားေသာက္ဆုိင္မွာ ေဆးလိပ္ေသာက္လို႔ မရပါ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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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표지판  အမ်ားသံုးေနရာ ဆိုင္းဘုတ္မ်ား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위와	같은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는	좌석은	노약

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

다.	만약	사람이	없어서	잠깐	앉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ကိုရီးယားရဲ႕ ေျမေအာက္ရထားနဲ႔ ဘတ္စ္ကားမွာေတာ့ အေပၚမွာ ျပထားသလို ဆိုင္းဘုတ္ေလးေတြ ေတြ႕ရပါလိမ့္မယ္။ ဒီလို 
ဆုိင္းဘုတ္ေတြ ရွိတဲ့ ထုိင္ခုံကေတာ့ သက္ၾကီးရြယ္အုိေတြ၊ မသန္စြမ္းေတြ၊ ကုိယ္ဝန္ေဆာင္သည္ေတြ၊ ကေလး ငယ္ငယ္ေလးေတြန႔ဲ 
ခရီးသြားတဲ့ လူေတြအတြက္ ေနရာ ျဖစ္တဲ့အတြက္ ဖယ္ခ်န္ထားေပးတာ ေကာင္းပါတယ္။ အကယ္၍ လူမရိ ွတုန္း ခဏ 
ထုိင္မယ္ဆုိရင္ေတာင္မွ ဒီလို လူေတြကုိ ေတြ႕ရင္ ေနရာကုိ ဦးစားေပးရပါတယ္။

노약자석	ဦးစားေပးထိုင္ခံု

화장실
အိမ္သာ

공중전화
အမ်ားသုံးဖုန္း

주차장
ကားပါကင္

비상구
အေရးေပၚထြက္ေပါက္

지하철역
ေျမေအာက္ရထား ဘူတာရံု

기차역
ရထား ဘူတာရံု

택시	정류장
တကၠစီဂိတ္

버스	정류장
ဘတ္စ္ကား မွတ္တုိင္

엘리베이터
ဓာတ္ေလွကား

에스컬레이터
စက္ေလွကား

자동차	전용
ကား သီးသန္႔

자전거	전용
စက္ဘီး သီးသန္႔

정답 		1.	전용		2.	비상구		3.	노약자석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내용 확인 အေၾကာင္းအရာ ဆန္းစစ္ခ်က္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ကြက္လပ္တြ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ဖည့္ပါ။ 

1.	‘자전거	 	 ’	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စက္ဘီး သီးသန္႔’ကေတာ့ စက္ဘီးပဲ သြားလုိ႔ ရတဲ့ လမ္းျဖစ္ပါတယ္။

2.		 	 	 	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출입구입니다.		 	 			
	 အေရးေပၚထြက္ေပါက္ကေတာ့ အေရးၾကီးတဲ့ ကိစၥရိွတဲ့ အခါမွာပဲ အသုံးျပဳတဲ့ ဝင္ထြက္ေပါက္ ျဖစ္ပါတယ္။

3.		 	 	 	 	은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ဦးစားေပးထိုင္ခံုကေတာ့  ေျမေအာက္ရထားနဲ႔  ဘတ္စ္ကားထဲမွာ  သက္ၾကီးရြယ္အိုေတြနဲ႔  မသန္စြမ္းေတြအတြက္ 

ေနရာျဖစ္ပါတယ္။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မယ့္ အေျဖကုိ ေရြး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စကားေျပာ တစ္ခုကို နားေထာင္ျပီး ေမးခြန္း ႏွစ္ခုကုိ ေျဖဆုိ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ဒါ ဘယ္ေနရာပါလဲ။ 
	 ①	공연장		 ②	도서관

	 ③	미술관		 ④	지하철

5.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တဲ့ အေၾကာင္းအရာနဲ႔ မတူတဲ့ အရာကုိ ေရြးပါ။
	 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②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③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④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1.

2.

3.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သူ ဘာလုပ္ေနတာပါလဲ။

①		 ②		 ③		 ④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သူ ဘာလုပ္ေနတာပါလဲ။

①		 ②		 ③		 ④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သူ ဘာလုပ္ေနတာပါလဲ။

①		 ②		 ③		 ④

Track 72

20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공연장     ② 도서관  

③ 미술관  ④ 지하철 

5.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②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③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④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Track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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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နံပါတ္ ၁ကေန ၃အထိကေတာ့ ပံုကို ၾကည့္ျပီး ပံုထဲက လူ ဘာေတြ လုပ္ေနလဲဆိုတာ 
ေရြးေပးရမွာပါ။ အရင္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ပာတာ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ဒါ 
ဘယ္ေနရာလဲ၊ ဘာေတြ မလုပ္ရဖူးလဲဆိုတာကို ေသခ်ာ နားေထာင္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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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အရက္ေသာက္ေနပါတယ္။

	 ②	남: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ဆးလိပ္ေသာက္ေနပါတယ္။

			③	남: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ကားပါကင္ထုိးေနပါတယ္။

			④	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လူကူးမ်ဥ္းက်ားကုိ ျဖတ္ကူးေနပါတယ္။

2.	①	여: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ဖုန္းေျပာေနပါတယ္။

			②	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ဓာတ္ပုံရုိက္ေနပါတယ္။

			③	여: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အသံက်ယ္ၾကီးနဲ႔ စကားေျပာေနပါတယ္။

			④	여: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အမိႈက္ပစ္ေနပါတယ္။

3.	①	남:	침을	뱉고	있습니다.	တံေတြးေထြးေနပါတယ္။

			②	남: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မေအာက္ရထားစီးေနပါတယ္။

			③	남: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လုိင္းျဖတ္ျပီး တန္းစီေနပါတယ္။

			④	남: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အသံက်ယ္ၾကီးနဲ႔ စကားေျပာေနပါတယ္။

4-5.	여:		저희	고려극장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극장	안에서는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	금지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들에

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ကြ်န္မတုိ႔ ဂိုေလ်ာျပဇာတ္ရံုကို ၾကြေရာက္လာၾကတဲ့ လူၾကီးမင္းမ်ားကုိ ေက်းဇူးအထူးတင္ရိွပါတယ္။ သက္ေတာင့္သက္သာ 
ၾကည့္ရႈႏိုင္ေစဖို႔အတြက္ လမ္းညႊန္ခ်က္ အနည္းငယ္ ေျပာၾကားေပးပါရေစရွင္။ ဦးစြာ ျပဇာတ္ရံုအတြင္းမွာ ေရေသာက္ခြင့္ရိ ွ
ေပမယ့္ ျပင္ပမွ အစားအစာမ်ား အထဲကုိ ယူေဆာင္လာလုိ႔ မရပါဘူးရွင္။ ေနာက္ျပီး ျပဇာတ္ကေနတဲ့ အခ်ိန္အတြင္း 
ဓာတ္ပံုရိုက္ခြင့္ မရိွတဲ့အတြက္ ဓာတ္ပံုရိုက္လို႔ မရပါဘူးရွင္။ ေနာက္ဆုံးအေနနဲ႔ လက္ကုိင္ဖုန္း အသုံးျပဳျခင္းဟာလည္း 
အျခားသူေတြကုိ အေႏွာင့္အယွက္ျဖစ္ေစႏိုင္တဲ့အတြက္ ဖုန္းေျပာလုိ႔ မရပါဘူးရွင္။ ဒါဆုိရင္ ေပ်ာ္ရႊင္ဖြယ္ အေတြ႔အၾကံဳေလး 
ျဖစ္ပါေစလုိ႔ ဆႏၵျပဳလုိက္ပါတယ္ရွင့္။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②			2.	④			3.	③		4.	①			5.	①

정답 		1.		①

1.	남:	작업장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အလုပ္ခြင္ အတြင္းမွာ ေဆးလိပ္ေသာက္လုိ႔ မရပါဘူး။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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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နားေထာင္ျပီး ဆက္ေျပာမယ့္ စကားအျဖစ္ သင့္ေတာ္ရာကုိ ေရြးပါ။
	
		①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②	네,	작업장	안에서	통화하지	않겠습니다.

		③	지금부터	조용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④	그래요?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22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Jam 2 Sore.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도로나	공원에																												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를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လမ္းေပၚမွာနဲ႔ ပန္းျခံထဲမွာ အမိႈက္ပစ္လုိ႔ မရပါဘူး။ အမ်ားသုံးေနရာကုိ သန္႔သန္႔ရွင္းရွင္း အသုံးျပဳရပါမယ္။

					①	지갑		 ②	사진	 ③	자동차		 ④	쓰레기

5.

	

길에서는	위험하니까																												을/를	하면	안	됩니다.	길을	건널	때	갑자기	차가	와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လမ္းေပၚမွာ အႏၱရာယ္မ်ားတဲ့အတြက္ စည္းမဲ့ကမ္းမဲ့ လမ္းျဖတ္ကူးလို႔ မရပါဘူး။ လမ္းျဖတ္ကူးတဲ့အခါ ရုတ္တရက္ 
ကားေရာက္လာျပီး မေတာ္တဆ ျဖစ္ႏိုင္ပါတယ္။ 

					①	주차		 ②	과속	 ③	새치기		 ④	무단	횡단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담배를	팔면	안	됩니다.

②	담배를	사면	안	됩니다.

③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④	담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2. ①	만지면	안	됩니다.

②	떠들면	안	됩니다.

③	주차하면	안	됩니다.

④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3. ①	휴대전화를	빌릴	수	있습니다.

②	휴대전화를	고칠	수	있습니다.

③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မွန္ကန္တဲ့ ဝါက်ကုိ ေရြးပါ။

   22과_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203

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담배를 팔면 안 됩니다. 

  ② 담배를 사면 안 됩니다. 

  ③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④ 담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2.  ① 만지면 안 됩니다.  

  ② 떠들면 안 됩니다. 

  ③ 주차하면 안 됩니다. 

  ④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3.  ① 휴대전화를 빌릴 수 있습니다.

  ② 휴대전화를 고칠 수 있습니다.

  ③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도로나 공원에 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를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① 지갑   ② 사진        

③ 자동차  ④ 쓰레기

5.      길에서는 위험하니까 을/를 하면 안 됩니다. 길을 건널 때 갑자기 

차가 와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① 주차  ② 과속

③ 새치기       ④ 무단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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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ခြန္း နံပါတ္ ၁ကေန ၃အထိကေတာ့ တားျမစ္ဆိုင္းဘုတ္ေတြကို ၾကည့္ျပီး ဘာကို 
ဆိုလိုတာလဲဆိုတာကို မွန္းၾကည့္ရမွာပါ။ အရင္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ကြက္လပ္ျဖည့္ဖို႔ မွန္ကန္တဲ့ အသံုးအႏႈန္းေတြကို ေရြးေပးရမွာပါ။ အရင္ 
ေလ့လာခဲ့တာေတြကို ျပန္စဥ္းစားျပီး အေျဖမွန္ကို ေရြးၾကည့္ရေအာင္။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④			5.	④

22 စည္းမဲ့ကမ္းမဲ့ လမ္းျဖတ္မကူးပါန႔ဲ။  269268  22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정답 		1.	④		2.	①		3.	①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သာ ဝါက်ကုိ ေရြးပါ။

1.	 	
①	만지면	안	됩니다.	 ②	들어가면	안	됩니다.

	 	 ③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④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2.	 	
①	뛰면	안	됩니다.			 ②	만지면	안	됩니다.

	 	 ③	말하면	안	됩니다.		 ④	들어오면	안	됩니다.

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지하철이나	극장,	은행,	우체국	등에서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မေအာက္ရထားနဲ႔ ျပဇာတ္ရံု၊ ဘဏ္၊ စာတုိက္ စတဲ့ ေနရာေတြမွာ တိတ္တိတ္ေနရပါမယ္။ အမ်ားသုံးေနရာေတြမွာ
ဆူဆူညံညံ စကားေျပာလုိ႔ မရပါဘူး။ 

	 ①	떠들면	 	 ②	떠들면서

	 ③	물어보면	 	 ④	물어보면서

   22과_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195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가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면 안 되다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면 안 되다

1) 가: 이곳은 주차 금지예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2) 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나: 아니요.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어휘 1 금지 Prohibition

문법 1 -(으)면 안 되다 

-(으)면 안 되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prohibition of an action or 
refusal of permission.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면 안 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면 안 되다 is added.

금연 음식물 반입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진 촬영 금지
No smoking No food or drink allowed No cell phone No photography

실내 정숙 출입 금지 접근 금지 무단 횡단 금지
Quiet zone No trespassing No approach No jaywalking

주차 금지 과속 금지
No parking No sp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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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09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အသတ္သံက အကန္႔အသတ္ရွိပါတယ္။ စုစုေပါင္း အသတ္သံ (၇) ခုပဲ ရွိပါတယ္။  
သံျပတ္အသံျဖစ္တဲ့ ‘ㄱ[k], ㄲ[k’], ㅋ[kh]’ ကေတာ့ ဥပမာ ‘윽’ လိုမ်ဳိး ေလကို မေဖာက္ထုတ္ဘဲ [ㄱ] သံနဲ႔ 
ထြက္ေပးရပါတယ္။

(1)	책,	국,	막,	가족,	학교

(2)	밖,	창밖,	낚시,	부엌

(3)	책	주세요.	/	국	더	주세요.



ရီဟန္က ကိုရီးယားသူငယ္ခ်င္းဆီ အိမ္လည္ဖိတ္ခံရပါတယ္။ အဲ့ဒါေၾကာင့္ ဂီ်ဟြန္းကို 
သိခ်င္တာေလးေတြ ေမးေနပါ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လိုက္ေျပာၾကည့္ရေအာင္။

-는		 
ျပဳျခင္းျပၾကိယာအား နာမ္ကို အထူးျပဳေသာ 
နာမဝိေသသနအျဖစ္ ေျပာင္းလဲေပးသည့္ အရာ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예요.
	 ကြ်န္ေတာ္ ၾကိဳက္တဲ့ အစားအစာကေတာ့ 

ဂင္ခီ်ဟင္းရည္ပါ။

·나는	잘	웃는	사람이	좋아요.
 ငါကေတာ့ မ်က္ႏွာခ်ဳိတဲ့သူကို သေဘာ 

က်တယ္။

리한	 지훈	씨,	제가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른이	계시는	집에	처음	가는	거라서	좀	걱정돼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ဂ်ီဟြန္းေရ၊ ကြ်န္ေတာ္ ကုိရီးယား သူငယ္ခ်င္းအိမ္ကုိ အဖိတ္ခံရတာ 

လူၾကီးေတြ ရိွတဲ့ အိမ္ကုိ ပထမဆုံးအၾကိမ္ သြားတာမို႔လို႔ နည္းနည္း 
စိတ္ပူမိတယ္။ ဒါေၾကာင့္ ေမးခ်င္တာေလးေတြ နည္းနည္း ရိွလို႔ပါ။ 

지훈	 어떤	게	알고	싶어요?
 ဘာ သိခ်င္တာရိွလဲ။

리한	 어른들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လူၾကီးေတြကုိ ဘယ္လုိ လက္ေဆာင္မိ်ဳး ေပးရင္ ေကာင္းမလဲ။ 

지훈	 보통	과일이나	음료수를	많이	선물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물어보고	사	가세요.		

	 그리고	선물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드리세요.
  မ်ားေသာအားျဖင့္ေတာ့ သစ္သီးတုိ႔ အခိ်ဳရည္တုိ႔ လက္ေဆာင္ေပးတာ 

မ်ားတယ္။ ဒါေပမယ့္ လူၾကီးေတြ ဘာၾကိဳက္လဲ ေမးၾကည့္ျပီး ဝယ္သြားပါ။ 
ျပီးေတာ့ လက္ေဆာင္ေပးတဲ့အခါမွာ လက္ႏွစ္ဖက္နဲ႔ ေပးပါ။

리한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ဟုတ္ကဲ့၊ သိပါျပီ။ ေက်းဇူးပဲေနာ္။

-(으)ㄴ 

ျဖစ္ျခင္းျပၾကိယာအား နာမ္ကုိ 
အထူးျပဳေသာ နာမဝိေသသနအျဖစ္ 
ေျပာင္းလဲေပးသည့္ အရာ
·		고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예요?

   ဇာတိမွာ နာမည္အၾကီးဆုံးက ဘာလဲ။

·좋은	카메라를	샀네요.
   ေကာင္းတဲ့ ကင္မရာ  

ဝယ္လုိက္တာပဲ။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လူၾကီးကိုဆိုရင္ လက္ႏွစ္ဖက္နဲ႔ ပစၥည္း ေပးရပါတယ္။

1.	어른들께	보통	어떤	선물을	많이	해요?	လူၾကီးေတြကုိ မ်ားေသာအားျဖင့္ ဘယ္လုိ လက္ေဆာင္မိ်ဳး ေပးလဲ။

2.	어른들께	선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လူၾကီးေတြကုိ လက္ေဆာင္ေပးတဲ့အခါ ဘယ္လို ေပးရလဲ။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과일이나	음료수를	많이	선물해요.				2.	두	손으로	드려요.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 ယဥ္ေက်းစြာေျပာတတ္၊ အၾကံဥာဏ္ေပးတတ္ရန္
□သဒၵါ  -(으)시-,	-아야/어야	되다/하다

□ေဝါဟာရ  ယဥ္ေက်းေသာ စကားလံုးမ်ား၊ အမူအက်င့္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ကုိရီးယားလူမိ်ဳးေတြအတြက္ 

အသက္အရြယ္အပုိင္းအျခားက ဘယ္ေလာက္ထိ အေရးပါသ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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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1  စကားေျပာ ၁ Track 73



ကိုရီးယားမွာ လူၾကီးသူမေတြနဲ႔ စကားေျပာတဲ့အခါ ရိုေသသမႈျပဳျပီး ေျပာရတဲ့ ယဥ္ေက်းတဲ့ 
အသံုးအႏႈန္းေတြ ရိွပါတယ္။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23과_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205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문장의 주어를 존대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명사일 때는 ‘-(이)시-’를 사용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시- 

(※ ‘ㄹ’ 받침일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살다 → 사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시-

1)  가: 사장님 지금 계세요?     

 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2) 가: 타타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나: 아니요, 키가 작으세요.  

3) 가: 투안 씨, 이 옷 새로 샀어요?

 나: 아니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 주셨어요. 

어휘 1 어휘 높임 Lexicon honorifi cs

문법 1 -(으)시-

-(으)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ndicates to respec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시- is 
used for a noun.)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시- is added.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시- is added.

계시다 잡수시다/드시다 주무시다 말씀하시다
to stay to eat to sleep to say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댁
sick to pass away to give house

성함 연세
name age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05 2014-06-11   오전 9:30:37

계시다	(있다)

ရိွသည္
잡수시다/드시다	(먹다)

သုံးေဆာင္သည္(စားသည္)
주무시다	(자다)

အိပ္သည္
말씀하시다	(말하다)

ေျပာသည္

   23과_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205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문장의 주어를 존대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명사일 때는 ‘-(이)시-’를 사용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시- 

(※ ‘ㄹ’ 받침일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살다 → 사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시-

1)  가: 사장님 지금 계세요?     

 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2) 가: 타타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나: 아니요, 키가 작으세요.  

3) 가: 투안 씨, 이 옷 새로 샀어요?

 나: 아니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 주셨어요. 

어휘 1 어휘 높임 Lexicon honorifi cs

문법 1 -(으)시-

-(으)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ndicates to respec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시- is 
used for a noun.)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시- is added.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시- is added.

계시다 잡수시다/드시다 주무시다 말씀하시다
to stay to eat to sleep to say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댁
sick to pass away to give house

성함 연세
name age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05 2014-06-11   오전 9:30:37

편찮으시다	(아프다)

ေနမေကာင္းျဖစ္သည္
돌아가시다	(죽다)	

ဆုံးပါးသည္ (ေသသည္)
드리다	(주다)	

ေပးသည္

   23과_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205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문장의 주어를 존대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명사일 때는 ‘-(이)시-’를 사용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시- 

(※ ‘ㄹ’ 받침일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살다 → 사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시-

1)  가: 사장님 지금 계세요?     

 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2) 가: 타타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나: 아니요, 키가 작으세요.  

3) 가: 투안 씨, 이 옷 새로 샀어요?

 나: 아니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 주셨어요. 

어휘 1 어휘 높임 Lexicon honorifi cs

문법 1 -(으)시-

-(으)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ndicates to respec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시- is 
used for a noun.)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시- is added.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시- is added.

계시다 잡수시다/드시다 주무시다 말씀하시다
to stay to eat to sleep to say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댁
sick to pass away to give house

성함 연세
name age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05 2014-06-11   오전 9:30:37

   23과_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205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문장의 주어를 존대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명사일 때는 ‘-(이)시-’를 사용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시- 

(※ ‘ㄹ’ 받침일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살다 → 사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시-

1)  가: 사장님 지금 계세요?     

 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2) 가: 타타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나: 아니요, 키가 작으세요.  

3) 가: 투안 씨, 이 옷 새로 샀어요?

 나: 아니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 주셨어요. 

어휘 1 어휘 높임 Lexicon honorifi cs

문법 1 -(으)시-

-(으)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ndicates to respec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시- is 
used for a noun.)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시- is added.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시- is added.

계시다 잡수시다/드시다 주무시다 말씀하시다
to stay to eat to sleep to say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댁
sick to pass away to give house

성함 연세
name age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05 2014-06-11   오전 9:30:37

댁	(집)	

အိမ္
성함	(이름)

အမည္၊ နာမည္
연세	(나이)

အသက္

ကြက္လပ္ျဖည့္ဖို႔ သင့္ေတာ္တဲ့ အသံုးအႏႈန္းကို ဥပမာထဲက ေရြးျပီး စကားေျပာကို အဆံုးသတ္ပါ။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ပီးခဲ့တဲ့ နားရက္မွာ ဘာ လုပ္ခဲ့ပါသလဲ။
	 나:	할머니																								에	다녀왔어요.

2)		가:	사장님	좀	바꿔	주세요.	သူေဌးကို တဆိတ္ေလာက္ ဖုန္းလဲႊေပးပါခင္ဗ်။
	 나:	지금	사무실에	안																								.	잠깐	나가셨어요.

3)		가:	가족이	어떻게	돼요?	မိသားစု ဘယ္ႏွစ္ေယာက္ ရိွလဲ။
	 나:	어머니하고	동생,	저,	3명이에요.	아버지는	3년	전에																								.

4)		가:	할머니,																								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	75살이에요.	၇၅ႏွစ္ပါ။

5)		가:	여기	얼마예요? ဒီဝိုင္း ဘယ္ေလာက္က်လဲ။
	 나:	맛있게																								?	비빔밥하고	김치찌개니까	만	원이에요.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보기
연세

돌아가시다

드시다

댁

계시다

정답 		1)	댁			2)	계세요			3)	돌아가셨어요			4)	연세			5)	드셨어요

•할머니는	어제부터	편찮으세요.	
	 		အဘြား ဘယ္တုန္းကစျပီး 

ေနမေကာင္းျဖစ္တာလဲ။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အဘုိးက  မႏွစ္က ဆုံးသြားပါတယ္။
•	저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려요.

	 		ကြ်န္ေတာ္ အဖိုးကုိ လက္ေဆာင္ 
ေပးပါတယ္။

•할아버지는	댁에	계세요.

	 		အဘုိး အိမ္မွာ ရိွပါတယ္။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အဘုိး နာမည္ ဘယ္လုိ ေခၚပါသလဲ။
•가: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အဘုိး အသက္ ဘယ္ေလာက္ 
ရိွျပီလဲ။

	 나:	여든	살이세요.

	 အသက္ ၈၀ ရိွ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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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어휘 높임 ယဥ္ေက်းေသာ စကားလံုးမ်ား



272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မ်ဥ္းတားထားတဲ့ ေနရာကုိ ‘-(으)시-’ ကုိ သုံးျပီး မွန္ေအာင္ ျပင္ေရးပါ။ 
2.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을	‘-(으)시-’를	사용해서	바르게	고쳐	쓰세요.

1)		가:	가족은	어디	살아요?	မိသားစုေတြက ဘယ္မွာ ေနလဲ။
	 나:		부모님은	고향에	살아요.	그리고	형은	한국에	있어요.	 	

မိဘေတြက ဇာတိမွာ ေနပါတယ္။ ျပီးေတာ့ အစ္ကိုကေတာ့ ကုိရီးယားမွာ  ရိွပါတယ္။
	 →																																																																																																			.

2)		가:	안에	반장님	계세요?	အထဲမွာ ဆရာ ရိွလား။
	 나:		아니요,	조금	전에	나갔어요.	ဟင့္အင္း၊ ခုနကပဲ ထြက္သြားတယ္။
	 →																																																																																																			.

3)		가:	여보세요.	사장님	좀	바꿔	주세요.	ဟယ္လုိ။ သူေဌးကုိ တစ္ဆိတ္ေလာက္ ဖုန္းလႊဲေပးပါခင္ဗ်ာ။
	 나: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시라서	전화를	못	받아요.		 	

သူေဌးက အခု အစည္းအေဝး လုပ္ေနတုန္းမို႔လို႔ ဖုန္း မကိုင္ႏိုင္ပါဘူး။ 
	 →																																																																																																			.

ၾကိယာ သို႔မဟုတ္ နာမဝိေသသနနဲ႔ တဲြဖက္ျပီး ကတၱားပုဒ္ကို ရိုေသသမႈ ျပဳလိုသည့္ အခါ သံုးသည္။

자음	(ဗ်ည္း)	→ -으시-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시-

읽다	→	읽으시다

좋다	→	좋으시다

가다			→	가시다

바쁘다	→	바쁘시다

살다			→	사시다

·	선생님은	지금	무슨	책을	읽으세요? ဆရာမ အခု ဘာ စာအုပ္ ဖတ္ေနတာပါလဲ။
·	사장님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세요.	သူေဌး မနက္တိုင္း အားကစား လုပ္ပါသလား။
·	부모님은	베트남에	사세요.	မိဘေတြက ဗီယက္နမ္မွာ ေနပါတယ္။
·	우리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ကြ်န္ေတာ္တို႔ အေဖက အရပ္ ျမင့္ပါတယ္။

ကတၱားပုဒ္ကို ရိုေသသမွဳျပဳတဲ့ သဒၵါ ‘-시-(ပါ)’ ကို ‘-(으)세요’ နဲ႔ တဲြဖက္သံုးပါတယ္။ ပစၥဳပၸန္ကာလ အတြက္ 
‘-(으)세요’၊ အတိတ္ကာလအတြက္ ‘-(으)셨어요’ ကို သံုးပါတယ္။ စားသည္၊ ျဖစ္သည္၊ အိပ္ သည္ စတဲ့ 
ၾကိယာေတြကိုေတာ့ ‘잡수시다 (စားသည္)’, ‘계시다 (ျဖစ္သည္)’, ‘주무시다 (အိပ္သည္)’ အျဖစ္ ေျပာင္းျပီး  
‘-시-’ နဲ႔ တဲြဖက္ အသံုးျပဳပါတယ္။

‘-(으)시-’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မ်ဥ္းတားထားတဲ့ ေနရာကို ယဥ္ေက်းတဲ့ 
စကားအျဖစ္ ေျပာင္းၾကည့္ပါ။ 

정답 		1)	사세요			2)	나가셨어요			3)	받으세요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으)시-’ ကေတာ့ ျမန္မာလို (-ပါ)နဲ႔ တူပါတယ္။ ဝါက်ကို ပို ယဥ္ေက်းေစပါတယ္။ ကိုရီးယားစကားမွာေတာ့ 
အသတ္ပါရင္ ‘-으시-’ မပါရင္ ‘-시’ ဆုိျပီး ခြဲသံုးရပါတယ္။ 

·	친구가	회사에서	일한다.	သူငယ္ခ်င္းက ကုမၸဏီမွာ အလုပ္လုပ္တယ္။
·	사장님이	회사에서	일하신다.	သူေဌးက ကုမၸဏီမွာ အလုပ္လုပ္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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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으)시- G23-1 



272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ဟူေအာင္းက အာဒစ္ကို ကိုရီးယားရဲ႕ ထမင္းစားပဲြ က်င့္ဝတ္ေတြအေၾကာင္း ေျပာျပေနပါတယ္။ 
အဲဒါေတြက ဘာေတြ ျဖစ္မလဲ။ အရင္ဆံုး သူတို႔ ေျပာေနတာကို ႏွစ္ေခါက္ နားေထာင္ၾကည့္ပါ။

아직(도)	အခုထိ
·가:	일을	다	끝냈어요?		
	 	 		အလုပ္ေတြ အကုန္ 

ျပီးသြားျပီလား။ 

	 나:		아니요,	아직	다	못	했어요.	
	 	 		ဟင့္အင္း၊ အခုထိ အကုန္ 

မျပီးေသးဘူး။ 
·		저는	아직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ကြ်န္ေတာ္ေတာ့ အခုထိ ကုိရီးယား 
စကားကို သိပ္မေျပာတတ္ 
ေသးဘူး။ 

-지	마세요		 

‘-(으)세요’ ရဲ႕ ဆန္႔က်င္ဘက္ 
အသုံးအျဖစ္ မလုပ္ရန္ အမိန္႔ေပး 
ျခင္း၊ တားျမစ္ျခင္းအတြက္ သံုးသည္။ 

·	일할	때	음식을	먹지		
마세요.

 အလုပ္လုပ္ရင္း အစာ မစားပါနဲ႔။ 

·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ဒီမွာ ေဆးလိပ္ မေသာက္ပါနဲ႔။

흐엉	 아딧	씨,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အာဒစ္ေရ၊ ကုိရီးယားမွာက ထမင္းစားရင္ ထမင္းပန္းကန္ကုိ 

ကုိုင္ျပီး မစားရဘူး။

아딧	 아,	그래요?	몰랐어요.
 ေၾသာ္၊ ဟုတ္လား။ မသိလုိက္ဘူး။

흐엉	 한국에서는	식탁에	밥그릇을	놓고	

	 먹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잘	몰라서	고생했어요.	
   ကုိရီးယားမွာက ထမင္းစားပဲြမွာ ထမင္းပန္းကန္ကို  

ခ်ျပီး စားရတယ္။ ကြ်န္ေတာ္လည္း အစကေတာ့  
ကုိရီးယားရဲ႕ ထမင္းစားပဲြ က်င့္ဝတ္ကုိ သိပ္မသိလုိ႔ 
ဒုကၡေရာက္ခဲ့တာ။

아딧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ကြ်န္ေတာ္ေတာ့ အခုထိ သိပ္ မသိေသးဘူး။ ကုိရီးယား 

ထမင္းစားပဲြ က်င့္ဝတ္ကုိ နည္းနည္း သင္ေပးပါလား။

흐엉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
   ထမင္းပန္းကန္ထဲ ဇြန္းစိုက္လုိ႔ မရဘူး။ ျပီးေတာ့ 

ထမင္းစားတဲ့အခါ အသံ အက်ယ္ၾကီး မထြက္ပါေစနဲ႔။

1.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무엇을	하면	안	돼요?	

			 ကုိရီးယားမွာက  ထမင္းစားတဲ့အခါ ဘာမလုပ္ရဘူးလဲ။

2.	한국의	식사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ကုိရီးယားရဲ႕ ထမင္းစားပဲြ က်င့္ဝတ္မွာ ဘယ္လုိ ဟာေတြ ရိွပါသလဲ။ 

ဒီတစ္ခါေတာ့ ဟူေအာင္းနဲ႔ အာဒီ ေျပာသလို လိုက္ေျပာၾကည့္ပါ။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ခဲ့ရဲ႕လား။ ဒါ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2.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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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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လူေနမႈဘဝ က်င့္ဝတ္မ်ားနဲ႔ သက္ဆိုင္တဲ့ စကားလံုးေတြ ဘာေတြရိွလဲဆိုတာ 
ေလ့လာၾကည့္ရေအာင္။

※하면	안	되는	행동	မလုပ္ရမယ့္ အရာမ်ား

20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생활 예절 Everyday manners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야 되다/하다 

‘ㅏ, ㅗ’가 아닐 때: -어야 되다/하다 

‘하다’일 때: -해야 되다/하다 

1) 가: 한국인 집에 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나: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2) 가: 한국에서 어른께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나: 어른께는 물건을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문법 2 -아야/어야 되다/하다

-아야/어야 되다/하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the idea of obligation 
or necessity.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ㅏ or ㅗ, 
-아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ends in the 하다 verb, -해야 
되다/하다 is used.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다리를 떨다 다리를 꼬고 앉다
to wear shoes inside the house to use one hand to give to shake one’s leg to cross one’s leg while sitting

밥에 숟가락을 꽂다 밥그릇을 들고 먹다 소리를 크게 내다 
to put the spoon in a rice bowl to hold a rice bowl to eat to make noise

고개를 돌리다 허리를 숙이다 자리를 양보하다
to turn (slightly) away 

(one’s body)
to bend one’s waist to off er one’s seat to 

some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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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ဖိနပ္စီးလ်က္ ဝင္သြားသည္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လက္တစ္ဖက္တည္းျဖင့္ 

ပစၥည္းကုိ ေပးသည္

다리를	떨다

ေျခေထာက္လႈပ္သည္၊ 
ဒူးနံ႔သည္

다리를	꼬고	앉다

ေျခခ်ိတ္ထိုင္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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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2) 가: 한국에서 어른께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나: 어른께는 물건을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문법 2 -아야/어야 되다/하다

-아야/어야 되다/하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the idea of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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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ㅏ or ㅗ, 
-아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ends in the 하다 verb, -해야 
되다/하다 is used.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다리를 떨다 다리를 꼬고 앉다
to wear shoes inside the house to use one hand to give to shake one’s leg to cross one’s leg while sitting

밥에 숟가락을 꽂다 밥그릇을 들고 먹다 소리를 크게 내다 
to put the spoon in a rice bowl to hold a rice bowl to eat to make noise

고개를 돌리다 허리를 숙이다 자리를 양보하다
to turn (slightly) away 

(one’s body)
to bend one’s waist to off er one’s seat to 

some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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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숟가락을	꽂다

ထမင္းပန္းကန္ထဲ 
ဇြန္းစိုက္သည္

밥그릇을	들고	먹다

ထမင္းပန္းကန္ကုိ 
ကုိင္စားသည္

소리를	크게	내다

အသံအက်ယ္ၾကီး 
ထြက္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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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ecessity.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ㅏ or ㅗ, 
-아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ends in the 하다 verb, -해야 
되다/하다 is used.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다리를 떨다 다리를 꼬고 앉다
to wear shoes inside the house to use one hand to give to shake one’s leg to cross one’s leg while sitting

밥에 숟가락을 꽂다 밥그릇을 들고 먹다 소리를 크게 내다 
to put the spoon in a rice bowl to hold a rice bowl to eat to make noise

고개를 돌리다 허리를 숙이다 자리를 양보하다
to turn (slightly) away 

(one’s body)
to bend one’s waist to off er one’s seat to 

some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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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행동		လုပ္ရမယ့္ အရာမ်ား 

고개를	돌리다

မ်က္ႏွာလဲႊသည္
허리를	숙이다

ခါးညႊတ္သည္
자리를	양보하다

ေနရာ ဦးစားေပးသည္

①		 	 	 ㉠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②			 	 	 ㉡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③			 	 	 ㉢	어른께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리면	안	돼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23과_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209

연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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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어른 앞에서 다리를 떨면 안 돼요. 

②     ㉡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③     ㉢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④     ㉣ 어른께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리면 안 돼요. 

⑤     ㉤ 식사할 때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2. 그림을 보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어른께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나: .                        

 ① 허리를 숙여야 해요         

 ② 손을 들고 인사해야 해요  

2)    가: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나: .                            

 ① 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②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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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ရာ စကားစုနဲ႔ ဆက္သြယ္ပါ။

အေပၚမွာ ေလ့လာခဲ့တဲ့ ေဝါဟာရေတြကို ျပန္စဥ္းစားရင္း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①	㉢			②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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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ဝါဟာရ ၂ 생활 예절 ေနထိုင္မႈ က်င့္ဝတ္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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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နဲ႔ တဲြဖက္ျပီး မျဖစ္မေန လုပ္ရမွာမ်ိဳး၊ လုပ္သင့္၊ ျဖစ္သင့္တာကို ေဖာ္ျပတဲ့ အခါမွာ သံုးပါတယ္။ ဒီေနရာမွာ 
‘되다’ နဲ႔ ‘하다’ ကုိ လဲလွယ္ အသုံးျပဳႏိုင္ပါတယ္။ 

·	한국인	집을	방문할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ကုိရီးယားလူမိ်ဳး အိမ္ကို သြားလည္တဲ့ အခါမွာ ဖိနပ္ခြ်တ္ျပီး ဝင္သြားရပါမယ္။
·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လူၾကီးကို လက္ႏွစ္ဖက္နဲ႔ ပစၥည္း ေပးရပါမယ္။
·	지하철	안에서는	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မေအာက္ရထားထဲမွာဆို လူၾကီးကို ေနရာ ဦးစားေပးရပါမယ္။

1.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	

2.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는																																	.	

3.	지하철을	탈	때는																																											.	

줄을	서다				휴대전화를	끄다				두	손으로	드리다

ဆက္ျပီး ေလ့လာရေအာင္။ ‘-아야/어야	되다/하다’ ကို သံုးျပီး ဝါက်ကုိ အဆံုးသတ္ၾကည့္ပါ။ 

정답 				1.	휴대전화를	꺼야	해요		

2.	두	손으로	드려야	해요			

3.	줄을	서야	해요

‘-아야/어야	되다/하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ပံုကို ၾကည့္ျပီး စကားေျပာနဲ႔ 
သင့္ေတာ္မယ့္ အသံုးအႏႈန္း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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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ပံုကုိ ၾကည့္ျပီး အေျဖမွန္ကုိ ေရြးပါ။

1)

	

가:		어른께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လူၾကီးကုိ ႏႈတ္ဆက္တ့ဲအခါ ဘယ္လုိ လုပ္ရလဲ။ 
나:																																																																				.	

	 ①	허리를	숙여야	해요	 ②	손을	들고	인사해야	해요

2)

	

가: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မေအာက္ရထားမွာ  ဘယ္လုိ လုပ္ရလဲ။
나:																																																																				.	

	 ①	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②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해요

정답 		1)	①				2)	①

 ‘-아야/어야 되다/하다’ ႏွင့္ ‘-(으)면 안 되다’

‘-아야/어야	되다/하다’ က တစ္ခုခု လုပ္ရမယ္လို႔ ဆိုလိုျပီး ‘-(으)면	안	되다’ ကေတာ့ တစ္ခုခု မလုပ္ရပါဘူး လို႔ 
ဆိုလိုပါတယ္။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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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2  သဒၵါ ၂ -아야/어야 되다/하다 G23-2 



276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23 လူၾကီးကိုဆိုရင္ လက္ႏွစ္ဖက္နဲ႔ ပစၥည္း ေပးရပါတယ္။  277

보기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ထဲကလို ေျပာၾကည့္ပါ။ 

21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식탁 위에 놓고 먹어야 돼요. 

1)   2)

3)   4)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밥을 먹을 때

집에 들어갈 때

지하철에서

밥을 먹을 때

두 손으로 

드리다

식탁 위에 

놓고 먹다

조용히 

먹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다

자리를 

양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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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으로

드리다

조용히

먹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다

자리를

양보하다

1)	

3)	

2)	

4)	

가: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ကုိရီးယားမွာက ထမင္းစားတဲ့အခါ ဘယ္လုိ လုပ္ရလဲ။
나: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식탁	위에	놓고	먹어야	돼요.		 	
ထမင္းပန္းကန္ကို ကိုင္ျပီး မစားရပါဘူး။ 
ထမင္းစားပဲြေပၚမွာ တင္ျပီး စားရပါတယ္။

식탁	위에

놓고	먹다

ထမင္းစားပဲြမွာ 
တင္ျပီး စားသည္

밥을	먹을	때	ထမင္းစားတဲ့ အခါ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လူၾကီးကို ပစၥည္းေပးတဲ့အခါ

လက္ႏွစ္ဖက္နဲ႔
ေပးသည္

တိုးတိုးသက္သာ 
စားသည္

ဖိနပ္ခြ်တ္ျပီး 
ဝင္သြားသည္

ေနရာ 
ဦးစားေပးသည္

집에	들어갈	때		

အိမ္ထဲ ဝင္တဲ့အခါ

밥을	먹을	때		

ထမင္းစားတဲ့ အခါ
지하철에서		

ရထားေပၚမွာ

정답 	 1)	가:	한국에서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리면	안	돼요.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2)	가:	한국에서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3)	가: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요.	조용히	먹어야	돼요.

	 4)	가: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노약자석에	앉으면	안	돼요.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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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에게 나이란?
ကိုရီးယားလူမိ်ဳးေတြအတြက္ အသက္ဆိုတာ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나이를	자주	물어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처음	만

났을	때	나이를	물어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실례되는	행동

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쓰는	등	예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임말을	쓰는	것	말고도	어른	앞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어떤	것

인지	알아볼까요?

ကိုရီးယားမွာေတာ့ စစခ်င္း ေတြ႔တဲ ့ လူကိုေတာင္ မၾကာခဏ အသက္ ဘယ္ေလာက္လဲ ေမးေလ့ရိ ွပါတယ္။ 
ႏိုင္ငံျခားသားေတြက ေတြ႔ေတြ႔ခ်င္း အသက္ကို အေမးခံရလုိ႔ ကသိကေအာက္ ျဖစ္တတ္ေပမယ့္ ကိုရီးယားမွာကေတာ့ 
အသက္ကိ ု ေမးတာဟာ အားနာစရာ ကိစ ၥတစ္ခ ု မဟုတ္ပါဘူး။ ဘာျဖစ္လိ ု ႔လဲဆိ ုေတာ့ ကိ ုရ ီ းယားမွာက 
အသက္ၾကီးတဲ့သူကို ယဥ္ယဥ္ေက်းေက်း ေျပာရတာလိုမ်ိဳး ေစာင့္ထိန္းရတဲ့ က်င့ ္ဝတ္ေတြ ရိ ွလို ႔ ျဖစ္ပါတယ္။ 
ယဥ္ယဥ္ေက်းေက်း ေျပာရတာအျပင္ လူၾကီးေရွ႕မွာ အျခား ေစာင့္ထိန္းရတဲ့ အျပဳအမူေတြလည္း ရိွပါေသးတယ္။ 
ဘာေတြ ျဖစ္မလဲဆုိတာ ၾကည့္ၾကည့္ရေအာင္ပါ။ 

밥을 먹을 때 ထမင္းစားတဲ့အခါ

-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리기	 လူၾကီးက အရင္ ဇြန္းကို ကုိင္တဲ့အထိ ေစာင့္ရန္

-				어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기		လူၾကီး စားတာ ျပီးတဲ့အထိ ေနရာကေန မထဘဲ ေစာင့္ရန္

술을 마실 때 အရက္ေသာက္တ့ဲအခါ

-		어른께	술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기	လူၾကီးက အရက္ ငွဲ႔ေပးတဲ့အခါ လက္ႏွစ္ဖက္နဲ႔ ခြက္ကို ကုိင္ရန္

-		어른이	먼저	술을	마신	후에	마시기	လူၾကီးက အရင္ အရက္ ေသာက္ျပီးမွ ေသာက္ရန္

-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술	마시기	လူၾကီးေရွ႕မွာဆုိ မ်က္ႏွာကို တစ္ျခားဘက္ လွည့္ျပီး ေသာက္ရန္

물건을 주고받을 때 ပစၥည္း ေပးတာ ယူတာ လုပ္တ့ဲအခါ

-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두	손으로	드리기	လူၾကီးကုိ ပစၥည္းေပးတဲ့အခါ လက္ႏွစ္ဖက္နဲ႔ ေပးရန္

-		어른이	물건을	주실	때	두	손으로	받기	လူၾကီးက ပစၥည္းေပးတဲ့အခါ လက္ႏွစ္ဖက္နဲ႔ ယူရန္

기타 အျခား

-		인사를	할	때는	허리를	숙이기	ႏႈတ္ဆက္တဲ့အခါ ခါးကုိ ညႊတ္ရန္

-		어른	앞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လူၾကီး ေရွ႕မွာ ေဆးလိပ္ မေသာက္ရန္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른께	자리	양보하기	
	 ေျမေအာက္ရထားတုိ႔၊ ဘတ္စ္ကားတုိ႔ေပၚမွာ လူၾကီးေတြကုိ ေနရာ  ဦးစားေပးရန္

정답 			1.	두	손				2.	양보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ကြက္လပ္တြင္ သင့္ေတာ္ေသာ စကားလံုးကို ျဖည့္ပါ။ 

1.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으로	드려야	해요.

 လူၾကီးကုိ ပစၥည္းေပးတဲ့အခါ လက္ႏွစ္ဖက္နဲ႔ ေပးရပါတယ္။

2.	지하철에서	어른께	자리를	 	 해야	해요.

 ေျမေအာက္ရထားထဲမွာ လူၾကီးကို ေနရာ ဦးစားေပးရပါတယ္။

내용 확인 အေၾကာင္းအရာ ဆန္းစစ္ခ်က္



ေသခ်ာနားေထာင္ျပီး အေၾကာင္းအရာနဲ႔ သက္ဆုိင္တဲ့ ပံုကုိ ေရြးပါ။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မးခြန္းကို နားေထာင္ျပီး လုိက္ဖက္မယ့္ အေျဖကုိ ေရြးပါ။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잘	지냈어요.		 ②	책을	읽어요.

	 ③	회사에	다니세요.		 ④	다음	주에	아버지가	오세요.

5.		①	예순	살입니다.		 ②	10월	24일입니다.

	 ③	우리	할머니이십니다.		 ④	저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Track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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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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② 책을 읽어요.  

 ③ 회사에 다니세요.  ④ 다음 주에 아버지가 오세요.        

5. ① 예순 살입니다.   ② 10월 24일입니다. 

 ③ 우리 할머니이십니다.  ④ 저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Track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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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နံပါတ္ ၁ကေန ၃အထိကေတာ့ ေျပာတာကို နားေထာင္ျပီး ဆီေလ်ာ္တဲ့ ပံုေတြကို ေ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ပံုေတြကို အရင္ ၾကည့္ထားပါ။

ေအာက္က ပုစၦာေ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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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အဘုိးက အခု ဘာလုပ္ေနပါသလဲ။

	 여:	방에서	주무세요.	အခန္းထဲမွာ အိပ္ေနပါတယ္။

2.	여: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အဘုိးက အခု ဘယ္မွာ ေနပါသလဲ။ 

			남: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မႏွစ္က ဆုံးသြားပါျပီ။

3.	여: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ကုိရီးယားမွာက ေျမေအာက္ရထားထဲမွာ အဘုိး၊ အဘြားေတြကုိ ေတြ႕ရင္ ေနရာကုိ ဦးစားေပးရပါတယ္။

4.	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အေဖက ဘာ အလုပ္ လုပ္ပါသလဲ။

5.	남: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အားေတာ့နာပါတယ္... နာမည္ ဘယ္လုိ ေခၚပါလဲဟင္။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①				2.	③				3.	①			4.	③				5.	④

정답 			1.		④

1.	여:	한국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ကုိရီးယားမွာ ေစာင့္ထိန္းရမယ့္ က်င့္ဝတ္ေတြ ရွိပါသလား။

	 남:	네,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에는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ဟုတ္က့ဲ။ လူၾကီးကုိ ပစၥည္းေပးတ့ဲအခါ လက္ႏွစ္ဖက္နဲ႔ ေပးရပါ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ပီး အေၾကာင္းအရာနဲ႔ ဆက္စပ္မႈ ရိွတဲ့ ပံုကုိ ေရြးပါ။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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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생활 예절 Everyday manners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야 되다/하다 

‘ㅏ, ㅗ’가 아닐 때: -어야 되다/하다 

‘하다’일 때: -해야 되다/하다 

1) 가: 한국인 집에 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나: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2) 가: 한국에서 어른께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나: 어른께는 물건을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문법 2 -아야/어야 되다/하다

-아야/어야 되다/하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the idea of obligation 
or necessity.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ㅏ or ㅗ, 
-아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ends in the 하다 verb, -해야 
되다/하다 is used.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다리를 떨다 다리를 꼬고 앉다
to wear shoes inside the house to use one hand to give to shake one’s leg to cross one’s leg while sitting

밥에 숟가락을 꽂다 밥그릇을 들고 먹다 소리를 크게 내다 
to put the spoon in a rice bowl to hold a rice bowl to eat to make noise

고개를 돌리다 허리를 숙이다 자리를 양보하다
to turn (slightly) away 

(one’s body)
to bend one’s waist to off er one’s seat to 

someone else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08 2014-06-11   오전 9:30:39

20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생활 예절 Everyday manners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야 되다/하다 

‘ㅏ, ㅗ’가 아닐 때: -어야 되다/하다 

‘하다’일 때: -해야 되다/하다 

1) 가: 한국인 집에 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나: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2) 가: 한국에서 어른께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나: 어른께는 물건을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문법 2 -아야/어야 되다/하다

-아야/어야 되다/하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the idea of obligation 
or necessity.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ㅏ or ㅗ, 
-아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ends in the 하다 verb, -해야 
되다/하다 is used.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다리를 떨다 다리를 꼬고 앉다
to wear shoes inside the house to use one hand to give to shake one’s leg to cross one’s leg while sitting

밥에 숟가락을 꽂다 밥그릇을 들고 먹다 소리를 크게 내다 
to put the spoon in a rice bowl to hold a rice bowl to eat to make noise

고개를 돌리다 허리를 숙이다 자리를 양보하다
to turn (slightly) away 

(one’s body)
to bend one’s waist to off er one’s seat to 

some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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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생활 예절 Everyday manners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야 되다/하다 

‘ㅏ, ㅗ’가 아닐 때: -어야 되다/하다 

‘하다’일 때: -해야 되다/하다 

1) 가: 한국인 집에 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나: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2) 가: 한국에서 어른께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나: 어른께는 물건을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문법 2 -아야/어야 되다/하다

-아야/어야 되다/하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the idea of obligation 
or necessity.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ㅏ or ㅗ, 
-아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ends in the 하다 verb, -해야 
되다/하다 is used.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다리를 떨다 다리를 꼬고 앉다
to wear shoes inside the house to use one hand to give to shake one’s leg to cross one’s leg while sitting

밥에 숟가락을 꽂다 밥그릇을 들고 먹다 소리를 크게 내다 
to put the spoon in a rice bowl to hold a rice bowl to eat to make noise

고개를 돌리다 허리를 숙이다 자리를 양보하다
to turn (slightly) away 

(one’s body)
to bend one’s waist to off er one’s seat to 

some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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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문장의 주어를 존대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명사일 때는 ‘-(이)시-’를 사용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시- 

(※ ‘ㄹ’ 받침일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살다 → 사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시-

1)  가: 사장님 지금 계세요?     

 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2) 가: 타타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나: 아니요, 키가 작으세요.  

3) 가: 투안 씨, 이 옷 새로 샀어요?

 나: 아니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 주셨어요. 

어휘 1 어휘 높임 Lexicon honorifi cs

문법 1 -(으)시-

-(으)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ndicates to respec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시- is 
used for a noun.)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시- is added.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시- is added.

계시다 잡수시다/드시다 주무시다 말씀하시다
to stay to eat to sleep to say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댁
sick to pass away to give house

성함 연세
nam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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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 2 Sore.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4.

	

	저희	할머니는																																	이/가	많으시지만	매일	운동을	하셔서	건강하십니다.

ကြ်န္ေတာ္တို႔ အဘြားက အသက္ၾကီးေပမယ့္ ေန႔တိုင္း အားကစားလုပ္လို႔ က်န္းမာပါတယ္။. 

					①	댁		 ②	성함	 ③	연세		 ④	생신

5.

	

한국에서는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이	많은데,	물건을	주고받을	때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  

ကိုရီးယားမွာကေတာ့ လူၾကီးေတြနဲ႔ အတူရိွတဲ့အခါ ေစာင့္ထိန္းရတဲ့ က်င့္ဝတ္ေတြ မ်ားပါတယ္။ ပစၥည္း ေပးတဲ့ ယူတဲ့ 
အခါ လူၾကီးကုိဆုိရင္ လက္ႏွစ္ဖက္နဲ႔ ပစၥည္း ေပးရပါတယ္။

					①	주셔야	합니다		 ②	드려야	합니다	 ③	돌려야	합니다		 ④	숙여야	합니다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할아버지가	편찮으세요.

②	할아버지가	방에	계세요.

③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세요.

④	할아버지가	비빔밥을	드세요.

2. ①	한국에서는	다리를	떨면	안	됩니다.

②	한국에서는	집에서	바닥에	앉습니다.

③	한국에서는	밥에	숟가락을	꽂지	않습니다.

④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3. ①	어른께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해야	합니다.

②	어른	앞에서는	조용히	밥을	먹어야	합니다.

③	어른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됩니다.

④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합니다.

ေအာက္ပါ ပံုကုိ ၾကည့္ျပီး သင့္ေတာ္တဲ့ ဝါက်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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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할아버지가 편찮으세요. 

  ② 할아버지가 방에 계세요. 

  ③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세요. 

  ④ 할아버지가 비빔밥을 드세요.

2.  ① 한국에서는 다리를 떨면 안 됩니다. 

  ② 한국에서는 집에서 바닥에 앉습니다.

  ③ 한국에서는 밥에 숟가락을 꽂지 않습니다. 

  ④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3.  ① 어른께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해야 합니다. 

  ② 어른 앞에서는 조용히 밥을 먹어야 합니다.

  ③ 어른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됩니다. 

  ④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합니다.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저희 할머니는 이/가 많으시지만 매일 운동을 하셔서 건강하십니다. 

① 댁   ② 성함        

③ 연세  ④ 생신

5.      한국에서는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이 많은데, 물건을 주고받을 때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 

① 주셔야 합니다  ② 드려야 합니다 

③ 돌려야 합니다       ④ 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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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ကေန ၃အထိကေတာ့ ပံုနဲ႔ သင့္ေတာ္တဲ့ ဝါက်ကို ေရြးေပးရမွာပါ။ အေပၚမွာ ေလ့လာခဲ့တဲ့ 
အသံုးအႏႈန္းေ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မ်ားကို ေျဖပါ။

ေအာက္ပါ ဝါက်ေတြမွာေတာ့ ကြက္လပ္ျဖည့္ဖို႔ သင့္ေတာ္တဲ့ အသံုးအႏႈန္းေတြကို ရွာေပးရမွာပါ။ 
ေရွ႕မွာ ေလ့လာခဲ့တဲ့ ယဥ္ေက်းတဲ့ စကားလံုးေတြ သဒၵါေတြကို ျပန္စဥ္းစားျပီး ေမးခြန္းေတြကို 
ေျဖၾကည့္ရေအာင္။

정답 		1.	②			2.	④		3.	④			4.	③			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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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ရာကုိ ေရြးပါ။

1.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친구와	함께	종종																에	갑니다.

ကြ်န္ေတာ္က ရုပ္ရွင္ၾကိဳက္ပါတယ္။ အဲဒါေၾကာင့္ အခိ်န္ရရင္ သူငယ္ခ်င္းနဲ႔ အတူတူ မၾကာမၾကာ ရုပ္ရွင္ရံုကို 
သြားပါတယ္။

	 ①	약국	 	 ②	극장

	 ③	서점	 	 ④	식당

2.

	
가을에는	맛있는																이/가	많습니다.	저는	특히	사과와	배를	아주	좋아합니다.

ေဆာင္းဦးမွာ အရသာရိွတဲ့ သစ္သီးဝလံေတြ ေပါပါတယ္။ ကြ်န္ေတာ္ကေတာ့ အထူးသျဖင့္ ပန္းသီးနဲ႔ 
သစ္ေတာ္သီးကုိ အရမ္း ၾကိဳက္ပါတယ္။

	 ①	과일	 	 ②	채소

	 ③	음료	 	 ④	음식

3.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를	타고	옵니다.	낮에는	20분이면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길이	막혀서	30분쯤																.

မနက္ခင္း ရံုးတက္တဲ့အခါ အိမ္ကေန ရံုးအထိ ဘတ္စ္ကား စီးျပီး လာပါတယ္။ ေန႔ခင္းပိုင္းဆုိ မိနစ္၂၀နဲ႔ ရေပမယ့္ 
ရံုးတက္ ရံုးဆင္းခိ်န္မွာေတာ့ ကားပိတ္လုိ႔ မိနစ္၃၀ေလာက္ ၾကာပါတယ္။

	 ①	쉽니다	 	 ②	보냅니다

	 ③	걸립니다	 	 ④	찾습니다

정답 			1.	②			2.	①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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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10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အသတ္သံက အကန္႔အသတ္ရွိပါတယ္။ စုစုေပါင္း အသတ္သံ (၇) ခုပဲ 
ရွိပါတယ္။  ပါးစပ္ပိတ္သံျဖစ္တဲ့ ‘ㅂ[p], ㅍ[ph]’ ကေတာ့ ဥပမာ ‘읍’ လိုမ်ဳိး ေလကို မေဖာက္ထုတ္ဘဲ [ㅂ] သံနဲ႔ 
ထြက္ေပးရပါတယ္။

(1)		입,	집,	삽,	밥,	지갑	

(2)		잎,	앞,	숲,	밭

(3)		집도	커요.



ေအာက္ပါ စကားေျပာမ်ားကေတာ့  ဆူဖီခါနွင့္ဟူေအာင္းတို႕ႏွစ္ေယာက္ရဲ႕ အျပန္အလွန္
စကားမ်ားျဖစ္ပါတယ္။ ဆူဖီကာက ဟုန္းကို ကိုရီးယားစာ ဘယ္လိုေလ့လာလဲလို႕ေမးေနတယ္။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ပါ။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ကိုရီးယားကား ၾကည့္ရင္း စာေလ့လာတယ္။ 

그런데	ဒါေပမဲ့

အေနာက္က အေၾကာင္းအရာကုိ 

ေျပာင္းေျပာခ်င္တဲ့အခါ သုံးတယ္။ 

·가:	오후에	시장	구경	갈까요?

   မြန္းလြဲပိုင္းမွာ ေစ်းထဲ 
ေလွ်ာက္ၾကည့္ဖို႔ သြားၾကမလား။

	 나:			그런데	좀	늦게	가요.	먼저	

할	일이	좀	있어서요.	

   ဒါေပမဲ့ နည္းနည္း ေနာက္က်မွ 
သြားမယ္။ အရင္ လုပ္စရာေလး 
ရွိလို႔ပါ။

수피카	 흐엉	씨,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ဟူေအာင္း၊ စေန၊ တနဂၤေႏြပိတ္ရက္ အခ်ိန္ရိွလား။

흐   엉	 네,	그런데	왜요?	ဟုတ္ကဲ့၊ ဒါနဲ႕ ဘာျဖစ္လုိ႕လဲ။ 

수피카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ကုိရီးယားစကားက အရမ္းခက္တဲ႕အတြက္ေၾကာင့္  

ကုိရီးယားစကား နည္းနည္း သင္ေပးပါ။ 

흐   엉	 좋아요.	ေကာင္းၿပီေလ။ 

수피카 그런데	흐엉	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학원에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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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စာက်က္နည္းအေၾကာင္း ေျပာျခင္း၊  
ေဖာင္တင္နည္း ရွင္းျပျခင္း

□သဒၵါ  -(으)면서,	-기	쉽다/어렵다

□ေဝါဟာရ  စာေလ့လာျခင္းႏွင့္ သင္တန္း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သင္တန္း အစီအစဥ္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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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면서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면서

1) 가: 투안 씨는 일을 하면서 학원에 다녀요?

 나: 네. 퇴근하고 학원에 가요. 

2) 가: 인디카 씨,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3) 가: 한국어 말하기가 어려워요. 

 나: 그러면 CD를 들으면서 따라해 보세요. 

어휘 1 공부 Study

문법 1 -(으)면서

-(으)면서 attached to a verb, indicates 
two actions that come before and 
after -(으)면서 happen at the same 
time.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면서 is added.
When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면서 is 
added. 

쉽다 어렵다 공부하다 사전을 찾다
easy diffi  cult to study to look up the dictionary

학원에 다니다 예습하다 복습하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to go to an academy to preview to review to take online courses

CD를 듣다 따라 하다 
to listen to a CD to repeat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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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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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흐엉 씨는 매일 .

2)  투안 씨는 .

3)  리한 씨는 .

4)   흐엉 씨는 매일 .

보기 복습하다                 예습하다               학원에 다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2.   그림을 보고 ‘-(으)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면서 ’

1)  가: 모니카 씨는 어떻게 공부해요? 

  나: 저는 모르는 단어는 .

2)  가: 바루 씨는 참 발음이 좋네요. 어떻게 연습해요?

  나: 저는 매일 .

사전을 찾다

CD를 듣다

공부하다

따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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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
စာေလ့လာသည္။ 

사전을	찾다
အဘိဓာန္ရွာသည္

예습하다
ၾကိဳတင္ေလ့လာသည္။ 

복습하다
ျပန္လည္ ေလ့က်င့္သည္။

학원에	다니다
သင္တန္းတက္သည္။ 

인터넷	강의를	듣다
အင္တာနက္ သင္ခန္းစာကုိ 

နားေထာင္သည္။

CD를	듣다
စီဒီေခြနားေထာင္သည္။ 

따라하다
လုိက္လု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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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လြယ္ကူသည္။ 

어렵다
ခက္ခဲသည္။ 

복습하다	 	 예습하다	 	 학원에	다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1)		 흐엉	씨는	매일																								.

2)		 투안	씨는																																.

3)		 리한	씨는																															.

4)		 흐엉	씨는	매일																								.

정답 		1)	예습해요		2)	학원에	다녀요		3)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4)	복습해요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အာက္ပါစာေၾကာင္းမ်ားကိုျဖည္ ့စြက္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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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공부 စာေလ့လာျခင္း။ 

ပုံႏွင့္ ကိုက္ညီေသာ အသုံးအႏႈန္းကို ဥပမာမွ ေရြးခ်ယ္ၿပီး ၀ါက်ကို ျဖည့္စြက္ပါ။



284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으)면서’ ႏွင့္ ‘-고’

‘-(으)면서’ နဲ႔ ‘-고’ ကေတာ့ လႈပ္ရွားမႈ ႏွစ္ခုက တစ္ခ်ိန္တည္းမွာ ျဖစ္ေနတာခ်င္း တူပါတယ္။ ‘-(으)면서’ ကေတာ့ 
လႈပ္ရွားမႈ ႏွစ္ခုက တစ္ခ်ိန္တည္းမွာ ျဖစ္ေနတာျဖစ္ျပီး ‘-고’ ကေတာ့ ေရွ႕က လႈပ္ရွားမႈက အရင္ျဖစ္ျပီး အဲဒီ 
လႈပ္ရွားမႈ မျပီးေသးခင္ ေနာက္က လႈပ္ရွားမႈက ျဖစ္လာျပီး လႈပ္ရွားမႈႏွစ္ခု အနည္းငယ္ ထပ္တူက်တာ ျဖစ္ပါတယ္။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2.	그림을	보고	‘-(으)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으)면서’ ကုိသုံးၿပီး စာေၾကာင္းျဖည့္စြက္ပါ။

1)		 가:	모니카	씨는	어떻게	공부해요?	မိုနီခါက စာ ဘယ္လိုေလ့လာလဲ။ 

	 나:	저는	모르는	단어는																																.

2)		 가:		바루	씨는	참	발음이	좋네요.	어떻게	연습해요?		 	

ဘာရူကေတာ့ ေတာ္ေတာ္ေလး အသံထြက္ေကာင္းတယ္ေနာ္။ဘယ္လုိ 
ေလ့က်င့္ယူလဲ။

	 나:	저는	매일																																.

21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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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흐엉 씨는 매일 .

2)  투안 씨는 .

3)  리한 씨는 .

4)   흐엉 씨는 매일 .

보기 복습하다                 예습하다               학원에 다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2.   그림을 보고 ‘-(으)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면서 ’

1)  가: 모니카 씨는 어떻게 공부해요? 

  나: 저는 모르는 단어는 .

2)  가: 바루 씨는 참 발음이 좋네요. 어떻게 연습해요?

  나: 저는 매일 .

사전을 찾다

CD를 듣다

공부하다

따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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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을	찾다

CD를	듣다

공부하다

따라하다

ၾကိယာနဲ႔ တြဲျပီး ေရွ႕ဝါက်နဲ႔ ေနာက္ဝါက် တစ္ခ်ိန္တည္း ျဖစ္ေနတာကို ျပပါတယ္။ ‘-(으)면서’ ရဲ႕ ေရွ႕ဝါက်နဲ႔ 
ေနာက္ဝါက်ကို ေနရာေျပာင္းလုိ႔လည္း ရပါတယ္။ ‘-(으)면서’ ဝါက်ႏွစ္ေၾကာင္းလံုးရဲ႕ ျပဳသူကေတာ့ 
တစ္ေယာက္တည္း ျဖစ္ရပါမယ္။ နာမ္နဲ႔တြဲရင္ ‘-(이)면서’ ျဖစ္ပါတယ္။ 

자음	(ဗ်ည္း)	→	-으면서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면서

먹다	→	먹으면서
보다	→	보면서

울다	→	울면서

·	가:	투안	씨,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ထူအန္း၊ မေန႕ညေနက ဘာလုပ္ခဲ့လဲ။
			 나: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သူငယ္ခ်င္းနဲ႕ ထမင္းစားရင္းစကားေျပာခဲ႕တယ္။ 
·	영화를	보면서	빵을	먹어요. ရုပ္ရွင္ၾကည့္ရင္း ေပါင္မုန္႕စားတယ္။ 
·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ကိုရီးယား သီခ်င္း နားေထာင္ရင္း ကိုရီးယားစာ ေလ့လာတယ္။ 
·	지훈	씨는	학생이면서	회사원이에요.	ဂ်ီဟြန္းကေတာ့ ေက်ာင္းသားလည္း ျဖစ္ၿပီး၊ ကုမၸဏီဝန္ထမ္းလည္း ျဖစ္တယ္။ 

‘-(으)면서’ ကို နားလည္လား။ေအာက္ပါစကားေျပာမွာ ကြက္လပ္ျဖည့္ပါ။ 

정답 		1)	사전을	찾으면서	공부해요			2)	CD를	들으면서	따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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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으)면서 G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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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ဟန္က ထူအန္းကို အတန္းေလွ်ာက္တဲ့ အေၾကာင္းနဲ႕ ပတ္သက္ၿပီး ေမးတယ္။အတန္းဘယ္လို 
ေလွ်ာက္ရမလဲဟင္၊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ပါ။ 

-(으)ㄹ	것	같다		

(ၾကိယာ)မယ္နဲ႕တူတယ္။ 

တစ္စံုတစ္ေယာက္ရဲ႕ အေတြးအေခၚ၊ 
အျပဳအမူကို ခန္႕မွန္းတဲ့အခါ သုံးတယ္။ 
·	비가	올	것	같아요.	우산을		
가져가세요.

 မိုးက ရြာမယ္နဲ႕ တူတယ္။ 
ထီးယူသြားပါ။ 

·	너무	바빠서	여행을	못	갈	것		
같아요.	

		 အရမ္း အလုပ္မ်ားလုိ႕  
ခရီးသြားျဖစ္မယ္ မထင္ဘူး။ 

-(으)면	되다	(ၾကိယာ) ရင္ ရတယ္။ 

သတ္မွတ္ခ်က္တစ္ခုအေနနဲ႔ 
လႈပ္ရွားမႈ သို႔မဟုတ္ 
အေျခအေနသာ ရွိရင္ 
အဆင္ေျပတယ္ ျပည့္စံုတယ္ဆိုတဲ့ 
အဓိပၸါယ္ျဖစ္ပါတယ္။

·	오전	9시까지	오시면	돼요.

  မနက္ ၉နာရီအေရာက္ လာရင္ 
ရတယ္။

·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됩니다.
 ဒီကေန လမ္းကူးရင္ ရပါတယ္။

리한	 투안	씨,	어디	갔다	와요?	
 ထူအန္း၊ ဘယ္သြားၿပီးျပန္လာတာလဲ။

투안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고	왔어요.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일을	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ကားျပင္သင္တန္း တက္ၿပီးျပန္လာတာ။ ေနာက္က် 

ဌာေနျပန္ျပီး အလုပ္ရွာတဲ့အခါ အေထာက္အကူျဖစ္မယ္ 
ထင္လုိ႕ေလ။ 

리한	 저도	그	수업을	듣고	싶은데	

	 그	수업은	어때요?
   ကြ်န္ေတာ္လည္း အဲဒီအတန္း  

နားေထာင္ခ်င္လုိ႕၊ အဲဒီ အတန္း ဘယ္လုိေနလဲ။ 

투안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해서	
	 이해하기	쉬워요.
   အခုလုပ္ေနတဲ့ အလုပ္နဲ႕ နီးစပ္ေတာ့  

နားလည္ရ လြယ္တယ္။ 

리한 아,	그래요?	어떻게	신청해요?
 ေအာ္၊ တကယ္လား။ ဘယ္လုိေလွ်ာက္ရလဲ။ 

투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home page ထဲမွာ ေလွ်ာက္ရင္ ရတယ္။ 

တစ္ခါ၊ ရီဟန္နွင့္ ထူအန္းတို႕က ေအာက္ပါအတိုင္း စကားေျပာထားတယ္။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1.	투안	씨는	무슨	교육을	받아요?	
				ထူအန္းက ဘာသင္တန္း တက္ေနတာလဲ။

2.	그	수업은	어떻게	신청해요?	
				အဲဒီ အတန္းက ဘယ္လုိ ေလွ်ာက္ရတာလဲ။ 

정답 		1.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아요.			2.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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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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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ပညာေရးနဲ႕ ပတ္သက္ေသာ စာလံုးမ်ားရွာ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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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교육 Education

동사에 붙어 그 행동을 하기가 쉽거나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다.

1) 가: 투안 씨, 요즘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지요? 어때요?

     나: 배우기 쉽고 재미있어요. 

2) 가: 토요일에 같이 한국어 학원에 다닐래요?  

     나: 토요일에는 일을 해야 돼서 학원에 다니기 어려워요.

문법 2 -기 쉽다/어렵다

-기 쉽다/어렵다 attached to a verb, is 
used to indicate that it is easy/diffi  cult 
to do an action.

교육 과정 수업 과목
education course lesson subject

일정 기관 교실 자격증
schedule institution classroom certifi cate

개강 종강 
beginning of the semester end of th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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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appropriate expressions from the box.

1) 가: 어떻게 오셨어요?

 나: 한국어 을 듣고 싶어요. 

2) 가: 어떤 이 있어요?

 나: 한국어, 컴퓨터, 태권도 반이 있어요. 

3) 가: 언제 해요?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해요. 

4) 가: 언제 끝나요?

 나: 은 4월 30일이에요.

5) 가: 은 어디에 있어요?

 나: 3층에 있어요. 

보기 종강                     교실                    개강                     수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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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저하고 같이 저녁에 컴퓨터 학원에 다닐래요?

 나: 저녁에는 일을 해야 돼서 .

① 학원에 다니기 쉬워요

② 학원에 다니기 어려워요

2)  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아요? 

 나: 이 책을 보세요. .

① 이 책은 재미있어서 공부하기 쉬워요

② 이 책은 재미있어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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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종강                     교실                    개강                     수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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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저하고 같이 저녁에 컴퓨터 학원에 다닐래요?

 나: 저녁에는 일을 해야 돼서 .

① 학원에 다니기 쉬워요

② 학원에 다니기 어려워요

2)  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아요? 

 나: 이 책을 보세요. .

① 이 책은 재미있어서 공부하기 쉬워요

② 이 책은 재미있어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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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နဲ႕ ကိုက္ညီေသာ ေဝါဟာရကို (ဥပမာ) ထဲက ေရြးၿပီး စကားေျပာ စာေၾကာင္းကို ျဖည့္စြက္ပါ။ 

교육
ပညာေရး 

과정
သင္တန္း 

수업
အတန္း 

과목
ဘာသာရပ္ 

일정
အခ်ိန္ဇယား

기관
ဌာန 

교실
စာသင္ခန္း 

자격증
သင္တန္းလက္မွတ္ 

개강
သင္တန္းစရက္

종강
သင္တန္းၿပီးဆုံးရက္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종강	 	 	 교실	 	 	 개강	 	 	 수업	 	 	 과정

1)		 가:	어떻게	오셨어요?	ဘာကိစြနဲ႕လာတာလဲ။

	 나:	한국어																					을	듣고	싶어요.

2)		 가:	어떤																								이	있어요?
	 나:		한국어,	컴퓨터,	태권도	반이	있어요.
	 	 		ကုိရီးယားစာ၊ကြန္ပ်ဴတာ၊တုိက္ကြမ္ ဒိုအတန္း 

ရိွပါတယ္။  

3)		 가:	언제																								해요?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해요.	
	 	  ေနာက္အပတ္တနဂၤေႏြေန႕မွာ စမယ္။.  

4)		 	 가:	언제	끝나요?	ဘယ္ေတာ့ၿပီးမလဲ။ 

	 나:																						은	4월	30일	

이에요.

5)		 가:																						은	어디에		

있어요?

	 나:	3층에	있어요.		
	 	 ၃လႊာမွာ ရိွတယ္။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မးခြန္းမ်ားကို ေျဖပါ။ 

정답 		1)	수업			2)	과정			3)	개강			4)	종강			5)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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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စကားေျပာ ၂ 교육 ပညာေ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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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ၿပီး အေျဖမွန္ကုိေရြးပါ။

1)

	

가:			저하고	같이	저녁에	컴퓨터	학원에	다닐래요?		
ကြ်န္ေတာ္နဲ႕ အတူ ညေနဘက္ ကြန္ပ်ဴတာ သင္တန္း တက္မလား။

나:	저녁에는	일을	해야	돼서																																																.	

					①	학원에	다니기	쉬워요	 ②	학원에	다니기	어려워요

2)

	

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아요?		
ကုိရီးယားစကား ေလ့လာခ်င္လုိ႕ ဘယ္စာအုပ္ေကာင္းလဲ။

나:	이	책을	보세요.																																																.	

					①	이	책은	재미있어서	공부하기	쉬워요	 ②	이	책은	재미있어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정답 		1)	②			2)	①

ၾကိယာနဲ႔ တြဲျပီး အဲဒီ အျပဳအမူကို လုပ္ရမွာ လြယ္တယ္ သို႔မဟုတ္ ခက္တယ္လုိ႔ ေျပာခ်င္တဲ့အခါမွာ သံုးပါတယ္။ 
‘V-기’ ကုိ ‘V-는	것이’ လုိ႔လည္း ေျပာင္းသံုးလုိ႔ရပါတယ္။ ‘V-기’ ကို ‘쉽다/어렵다’ သာမက ‘좋다,	싫다,	편하다,	불편

하다’ စတဲ့ ဂုဏ္ရည္ျပၾကိယာေတြနဲ႔လည္း သံုးလု႔ိရပါတယ္။ 

·			이	한국어	책은 배우기 쉽고	재미있어요.		

ဒီ ကိုရီးယားစကား စာအုပ္ကေတာ့ သင္ယူရလြယ္ကူၿပီး စိတ္ဝင္စားစရာေကာင္းတယ္။
·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에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န႕ဘက္ အလုပ္လုပ္ၿပီး ညဘက္မဟာတန္း တက္ရတာမလြယ္ဘူး။

ေကာင္းတယ္/မလုပ္ခ်င္ဘူး/အဆင္ေျပတယ္/ကသိကေအာင့္ျဖစ္တယ္ စတဲ့ အေျခအေနျပၾကိယာေတြနဲ႔လည္း 
တြဲသံုးႏုိင္ပါတယ္။ 

·	이곳은	가게가	많아서	쇼핑하기	아주	좋아요. ဒီေနရာကေတာ့ ဆိုင္မ်ားလို႕ ေစ်းဝယ္ရတာ အရမ္းေကာင္းတယ္။
·	이	옷은	단추가	많아서	입기	불편해요. ဒီ အက်ၤ ီကေတာ့ ၾကယ္သီး မ်ားလို႕ ဝတ္ရတာ အဆင္မေျပဘူး။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기	쉽다/어렵다’ က တုိက္ရိုက္ဘာသာျပန္ရင္ေတာ့ ‘-ျခင္းက လြယ္တယ္/ခက္တယ္ ျဖစ္ပါတယ္။ 
စကားေျပာမွာေတာ့ (-ရတာ)နဲ႔ အဓိပၸါယ္တူပါတယ္။ ‘기’ ရဲ႕ အေနာက္မွာ ‘가’ ကိုလည္း တြဲသံုးလုိ႔ရပါတယ္။

·외국어를	배우기가	쉽다.	ႏုိင္ငံျခားဘာသာစကားကို သင္ယူရတာ လြယ္တယ္။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다.	မနက္မွာ အေစာၾကီး အိပ္ရာထရတာ ခက္ခဲလွပါတယ္။

‘-기	쉽다/어렵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လို စကားေျပာကုိ 
အဆံုးသ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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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2  သဒၵါ ၂ -기 쉽다/어렵다 G24-2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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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နို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အတြက္ ပိတ္ရက္ ကိုရီးယားဘာသာ သင္တန္း> 

•	သင္တန္း - ကုိရီးယားစာ အေျခခံ၊ ၾကားအဆင့္တန္း၊ အဆင့္ျမင့္တန္း
•	အတန္းစရက္ - ၉လပိုင္း ၂ရက္ေန႕
•	အတန္းၿပီးဆံုးရက္ - ၁၀လပိုင္း ၃၁ရက္ေန႕
•	အခ်ိန္ - အပတ္စဥ္ စေနေန႕  ေန႕လည္ ၂နာရီ-၄နာရီ
•	စာသင္ခန္း - ႏိုင္ငံျခားသားစင္တာ အခန္းနံပါတ္ ၅ဝ၃
•	သင္တန္းေၾကး - အခမဲ့
•	စံုစမ္းေမးျမန္းရန္ - ၀၃၁)၉၉၉၉-၁၂၄၉(တနလၤာ-စေန မနက္ ၉နာရီမွ ညေန ၆နာရီ အထိ)

စေန၊တနဂၤေႏြ ပိတ္ရက္ ကုိရီးယားစကား သင္တန္းနဲ႕ ပတ္သက္တဲ့ လမ္းညႊန္စာ ျဖစ္ပါတယ္။ ေသခ်ာ ဖတ္ၿပီး ေမးခြန္း ေျဖပါ။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말	한국어	교육

•	과	정: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	개	강:	9월	2일

•	종	강:	10월	31일

•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	교	실:	외국인센터	503호

•	수업료:	무료

•		문	의:		031)9999-1249	(월~토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한국어	교육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어떤	과정에	대한	안내문입니까?	ဘယ္သင္တန္းနဲ႕ ပတ္သက္တဲ့ လမ္းညႊန္လဲ။

	 ①	요리	수업		 ②	한국어	수업

	 ③	태권도	수업		 ④	컴퓨터	수업

2.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ဖတ္ထားတဲ့ အေၾကာင္းအရာနဲ႕ တူရင္ O, မတူရင္ Xကုိ ေရြးပါ။

	 1)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2)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		 ×

	 3)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습니다.		 ◦		 ×

	 4)	주말	오전에	수업이	있습니다.		 ◦		 ×

정답 			1.	②			2.	1)	O					2)	O						3)	X					4)	X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288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24 ကိုရီးယားကား ၾကည့္ရင္း စာေလ့လာတယ္။  289

외국인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ပညာေရး အစီအစဥ္

교육 프로그램 신청	သင္တန္း အစီအစဥ္ ေလွ်ာက္ထားျခင္း

1)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에서	교육	프로그램	리스트를	

검색하세요.	(나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	찾기)
  ကုိရီးယား လူ႕စြမ္းအား အရင္းအျမစ္ ဖြံ႕ၿဖိဳးတုိက္တက္ေရး ဝန္ေဆာင္မႈ home page  (http://eps.hrdkorea.or.kr) မွာ သင္တန္း 

အစီအစဥ္ စာရင္းကုိ ရွာပါ။ (မိမိိႏွင့္ သင့္ေတာ္ေသာ သင္တန္းကုိ ရွာပါ)

2)	각	과정별	교육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신청	시기,	교육	시기,	교육	기관,	수료	조건	등)
  သင္တန္းစဥ္အလုိက္ သတ္မွတ္ခ်က္ေတြကုိေလ့လာပါ။(ေလွ်ာက္ထားခြင့္ရိွသူ၊ ေလွ်ာက္ရမယ့္သတ္မွတ္ရက္၊သင္တန္းကာလ၊သင္

တန္း ဌာန၊သင္တန္းၿပီးဆုံးမႈ သတ္မွတ္ခ်က္ စသျဖင့္)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송하세요.
 ေလွ်ာက္ထားသည္ ခလုတ္ကုိ ႏွိပ္ၿပီး မိမိဧ။္ ပုဂိၢဳလ္ေရး ဆုိင္ရာ အခ်က္အလက္မ်ားကုိ ျဖည့္စြက္ၿပီးေနာက္ ပို႔ပါ။

4)	사이트	방문	혹은	이메일을	통해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ဆုိဒ္ ထဲဝင္ၿပီး သို႕မဟုတ္ အီးေမးလ္မွတဆင့္ သင္တန္းသား စာရင္းဝင္သြားၿပီလားဆုိတာ စစ္ပါ။

5)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여	교육에	참여하세요.
 အခ်ိန္ နွင့္ ေနရာကုိ စစ္ၿပီး သင္တန္း တက္ေရာက္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어	및	필요	기능을	습득

하여	체류	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현지	기업과	근로자의	수요	조사를	통해	현지	재취

업	혹은	창업에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현장에서	실용적이고	안전	관리와	관련된	기초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리,	자동차	

정비,	용접	교육	등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

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체류	기간	동안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ကုိရီးယား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ဖြံ႔ျဖိဳးေရးဌာနမွ ႏို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 ကုိရီးယားႏုိင္ငံမွာ ေနထိုင္တဲ့ ကာလအတြင္း 
ကုိရီးယားဘာသာစကားနဲ႔ အျခား လုိအပ္တဲ့ နည္းပညာမ်ားကုိ သင္ယူျပီး ေနထိုင္မႈကာလ ျပည့္တဲ့အခါ အမိႏုိင္ငံမွာ အခုိင္အမာ 
ျပန္လည္ရပ္တည္ႏုိင္ေအာင္ ေထာက္ပ့ံေပးတဲ့ သင္တန္းအစီအစဥ္ေတြကို ပံ့ပိုးေပးလ်က္ ရွိပါတယ္။ အစီအစဥ္တိုင္းကုိ အမိႏိုင္ငံက  
လုပ္ငန္းမ်ားန႔ဲ အလုပ္သမားလုိအပ္မႈ စစ္တမ္းမ်ားမွတစ္ဆင့္ အမိႏိုင္ငံမွာ အလုပ္ျပန္ဝင္တဲ့အခါ သုိ႔မဟုတ္ လုပ္ငန္းထူေထာင္တဲ့အခါ  
လိုအပ္တဲ့ ဘာသာရပ္နဲ႔ ဖြဲ႔စည္းထားပါတယ္။ ကုန္ထုတ္လုပ္ငန္း၊ ေဆာက္လုပ္ေရးလုပ္ငန္း၊ စိုက္ပ်ဳိးေရးနဲ႔ ေမြးျမဴေရးလုပ္ငန္း၊  
ငါးဖမ္းလုပ္ငန္း စသည္ျဖင့္ မိခင္ႏုိင္ငံမွာ လက္ေတြ႔အသုံးဝင္ျပီး လုံျခံဳေရးၾကီးၾကပ္မႈနဲ႔ သက္ဆိုင္တဲ့ အေျခခံ အလုပ္ခြင္သင္တန္းမ်ား 
သာမက ကြန္ပ်ဴတာ ျပဳျပင္ျခင္း၊ ေမာ္ေတာ္ကား ျပဳျပင္ျခင္း၊ ဝရိန္သင္တန္း စသည္ျဖင့္ နည္းပညာကၽြမ္းက်င္မႈကို ျမႇင့္တင္ေပးတဲ့  
အစီအစဥ္မ်ားလည္း ပါဝင္ပါတယ္။ ဒီလို သင္တန္းမ်ားကုိ ကုိရီးယားလူ႔စြမ္းအားအရင္းအျမစ္ ဖြံ႔ျဖိဳးေရးဌာနရဲ႕ 
အင္တာနက္စာမ်က္ႏွာမွာ သင္တန္းအစီအစဥ္ေတြကုိ ၾကည့္ရႈျပီး ေလွ်ာက္ထားရင္ ေနထိုင္မႈကာလ အတြင္း ဘယ္သူမဆုိ 
သင္တန္းတက္ေရာက္ႏုိင္ပါတယ္။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မးခြန္း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1~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열심히	공부했어요.

	 ②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③	한국어는	조금	어려워요.

	 ④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2.		①	수업은	저녁	7시에	시작돼요.

	 ②	저는	매일	예습하고	복습해요.

	 ③	저녁에는	학원에	가기	어려워요.

	 ④	어제	저녁에	학원에서	만났어요.

3.		①	고급	과정은	없어요.

	 ②	10월	31일에	끝나요.

	 ③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④	외국어교육센터	503호예요.

အေၾကာင္းအရာ တစ္ခုကုိ နားေထာင္ၿပီး ေမးခြန္း ၂ခုကုုိ ေျဖ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왜	전화를	했습니까?	ေယာက်္ားေလးက ဘာျဖစ္လုိ႕ ဖုန္းဆက္ခဲ့တာလဲ။
	 ①	한국어	책을	사고	싶어서		 ②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③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④	토요일에	한국어	시험이	있어서

5.		한국어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ကုိရီးယားစာ အျခခံအတန္းက ဘယ္ႏွနာရီလဲ။
	 ①	토요일	10:00~12:00		 ②	토요일	10:00~13:00

	 ③	토요일	11:00~13:00		 ④	토요일	11:00~14:00

Track 78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႕ ၂ကေတာ့ ေမးခြန္း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ရေသာ ပုစာၦျဖစ္ပါတယ္။ ေမးခြန္းကို 
နားမေထာင္ခင္မွာ ေပးထားတာေတြကို အရင္ဖတ္ၾကည့္ပါ။ 

ေအာက္က ပုစၧာေတြအတြက္ ေမးခြန္းကို နားေထာင္ျပီး အေျဖမွန္ကို ေရြးေပးရမွာပါ။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 ေရြးဖို႔ ေပးထားတာေတြကို အရင္ 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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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①

정답 			1.	②			2.	③			3.	③			4.	②			5.	②

1.	여: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ထူအန္းက ကုိရီးယားစာကုိ ဘယ္လို ေလ့လာလဲ။

2.	남: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မိုနီခါ၊ ညေနပိုင္း သင္တန္း အတူတူ တက္မလား။ 
3.	남:	개강이	언제예요?	သင္တန္းစရက္က ဘယ္ေတာ့လဲ။ 

4-5.			여:	여보세요.	한국어교육센터입니다. ဟယ္လုိ၊ ကုိရီးယားသင္တန္းစင္တာ ျဖစ္ပါတယ္။ 

						 남:	저,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ဟုိ၊ ကုိရီးယားဘာသာစကား အရည္အခ်င္းစစ္ စာေမးပြအဲတြက္ ျပင္ဆင္မႈ သင္တန္း ရွိလား။

						 여: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ဟုတ္ကဲ့၊ အေျခခံ အတန္းနဲ႕ ၾကားအဆင့္ အတန္း ရိွပါတယ္။

						 남: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ညေနတန္းက ဘယ္နွနာရီလဲ။

						 여: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စေနေန႕ မနက္ ၁၀နာရီမွ မြန္းလြဲ ၁နာရီပါ။

듣기 대본  စာသား 

[1~2]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အာက္ပါတုိ႕ကုိ နားေထာင္ၿပီး ဆက္လာမယ့္ စကားအေနနဲ႕ သင့္ေတာ္တာကုိ ေရြးပါ။
	
1.		①	교육을	한번	받아	보세요.			 	

	 ②	처음이라	아직	잘	몰라요.

	 ③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④	시간만	맞으면	해	보고	싶네요.

2.		①	네,	앉으세요.	 	 ②	네,	저쪽	자리예요.

	 ③	아니요,	빨리	오세요.	 	 ④	아니요,	저도	금방	왔어요.

1.	남: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같이	배울래요?	
	 	 ကားျပင္သင္တန္းတက္မလုိ႕ အတူတူ တက္မလား။ 

2.	남: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도	돼요?	
	 	 ေက်းဇူးျပဳ၍၊ ဒီမွာ ထုိင္လုိ႕ ရ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290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24 ကိုရီးယားကား ၾကည့္ရင္း စာေလ့လာတယ္။  291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24



Jam 2 Sore.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가:																				이/가	언제예요?	သင္တန္းၿပီးခ်ိန္က ဘယ္ေတာ့လဲ။ 

나:	8월	30일에	끝나요.	၈လပိုင္း ၃၀ရက္ေန႕မွာ ၿပီးမယ္။ 

					①	수업		 ②	일정		 ③	개강		 ④	종강

2.

	

가:	무슨																				을	제일	좋아해요?	ဘယ္ဘာသာကို အၾကိဳက္ဆံုးလဲ။
나:		역사를	제일	좋아해요. သမိုင္းကုိ အၾကိဳက္ဆုံးၿဖစ္တယ္။ 

					①	과목		 ②	기관		 ③	교실		 ④	학원

3.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일이	끝나면	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갑니

다.	일을																							학원에	다니는	것은	힘들지만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ကြ်န္ေတာ္က မနက္ကေန ညေနအထိ ကုမၸဏီမွာအလုပ္လုပ ္တယ္။အလုပ္ ၿပ ီ းရင္ ကိ ုရ ီ းယားစာကိ ု 
သင္ယူဖိ ု႕ သင္တန္းသြားတယ္။ အလုပ္ လုပ္ရင္း သင္တန္း တက္ရတာ ပင္ပန္းေပမယ့္ အလုပ္အတြက္ 
အေထာက္အကူအမ်ားၾကီး ျဖစ္တယ္။

					①	하러		 ②	하면서		 ③	했는데		 ④	하기로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waktu Sabtu

dasar

dasar

tengah

akhir

Minggu

<무료 한국어 교실 (4개월 과정)>	<အခမဲ့ ကုိရီးယား သင္တန္း(၄လျပတ္)> 

시간/요일	အခ်ိန္၊ ေန႕ရက္ 토요일 စေန   일요일	တနဂၤေႏြ 

13:00~15:00 초급 အေျခခံ    중급	အလယ္တန္းအဆင့္

15:00~17:00 초급 အေျခခံ    고급	အဆင့္ျမင့္တန္း

*	개강:	3월	1일		သင္တန္း စရက္-၃လပိုင္း ၁ရက္
*	신청:	센터	직접	방문	(2월	15일까지)	ေလွ်ာက္ထားျခင္း- စင္တာသို႕တုိက္ရိုက္လာရမည္။(၂လပိုင္း ၁၅ရက္ေန႕အထိ)

4.		이	안내문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ၾကာ္ျငာပါအေၾကာင္းအရာနဲ႕ မတူတာကိုေရြးပါ။.
	 ①	수업료를	안	내도	됩니다.		 ②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④	4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웁니다.

5.		한국어	중급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ကိုရီးယားစာ အလယ္တန္းအဆင့္ အတန္းက ဘယ္အခ် ိန္ ရိွမလဲ။
	 ①	토요일	오후	1시~3시		 ②	토요일	오후	3시~5시

	 ③	일요일	오후	1시~3시		 ④	일요일	오후	3시~5시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ဖတ္ၿပီး ေမးခြန္းမ်ားကုိ ေျဖဆုိပါ။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ကေန ၃အထိကေတာ့ စာေၾကာင္းအတြက္ သင့္ေတာ္ေသာ စာလံုးကို ေရြးရေသာ 
ပုစာၦျဖစ္ပါတယ္။ သင္ယူထားေသာ စာလံုးေတြနဲ႕ စာေၾကာင္းကိုျဖည့္ပါ။ 

အသိေပးစာျဖစ္ပါတယ္။ အတန္းအေၾကာင္းနွင့္ အေျခအေနကို စဥ္းစားၿပီး ေမးခြန္းမ်ားကို 
ေျဖပါ။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②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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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①		3.	②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1.

	

자동차	수리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고향에서	제	가게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ကားျပင္ျခင္း အတတ္ပညာကို သင္ယူထားရင္ ေနာင္က်ရင္ ဇာတိမွာ ကိုယ္ပိုင္ဆုိင္ ဖြင့္ႏုိင္မယ္လို႔ ထင္ပါတယ္။ 
ဒါေၾကာင့္မုိ႔ ကားျပင္ဆရာ ေအာင္လက္မွတ္ကုိ ယူထားမလို႔ပါ။

	 		

				 ①	정비사	 ②	요리사

				 ③	미용사	 ④	상담사

2.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조퇴를	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집에서	약을	먹고	푹																.

ဒီေန႔ကေတာ့ ေနလုိ႔ သိပ္မေကာင္းလို႔ ရံုးေစာဆင္းျပီး အိမ္ျပန္မွျဖစ္ေတာ့မယ္။ အိမ္မွာ ေဆးေသာက္ျပီး ေကာင္း 
ေကာင္း နားခ်င္ပါတယ္။ 

	

			 ①	쉬고	싶습니다	 ②	쉰	적이	있습니다

				 ③	기다리고	싶습니다	 ④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3.

	

퇴근	후에	회사	사람들과	공장	앞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서	맛있게																		

을/를	했습니다.	

အလုပ္အျပန္ ကုမၸဏီက လူေတြနဲ႕ စက္ရံုေရွ႕က ဆိုင္ကို သြားခဲ့တယ္။ အဲဒီစားေသာက္ဆိုင္မွာ အရသာရိွရိွ 
(ထမင္း)စားခဲ့ပါတယ္။ 

	

			 ①	주문	 ②	식사

				 ③	예약	 ④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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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11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အသတ္သံက အကန္႔အသတ္ရွိပါတယ္။ စုစုေပါင္း အသတ္သံ (၇) ခုပဲ ရွိပါတယ္။ 
သြားရင္းသံျဖစ္တဲ့ ‘ㄷ[t], ㅌ[th], ㅅ[s], ㅆ[s’], ㅈ[ʧ], ㅊ[ʧh]’ ေတြကေတာ့ ဥပမာ ‘읃’ လိုမ်ဳိး ေလကို 
မေဖာက္ထုတ္ဘဲ [ㄷ] သံနဲ႔ ထြက္ေပးရပါတယ္။

(1)	솥,	밭,	옷,	닫다,	돋보기,	있다

(2)	낫,	낮,	낯	:	빗,	빚,	빛

(3)	솥도	커요.	/	가게에는	옷도	있다.



မီေယာင္းနဲ႕ လီလီမွာ ကိုးကြယ္တဲ့ ဘာသာရိွလား။  စကားေျပာေတြ နားေထာင္ၿပီး ဘာသာေရးနဲ႕ 
သက္ဆိုင္ေသာ စကားလံုးမ်ားကို ရွာထုတ္ၿပီး လိုက္ဆိုရေအာင္။

미영	 리리	씨,	일요일에	뭐	해요?	오후에	같이	쇼핑	갈래요?
   လီလီ၊တနဂၤေႏြေန႕မွာ ဘာလုပ္လဲ။ ညေနဘက္မွာ အတူတူ  

ေစ်းဝယ္ထြက္မလား။ 

리리	 미안해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돼요.
	 ေဆာရီးပါေနာ္။ တနဂၤေႏြေန႕မွာေတာ့ ဘုရားေက်ာင္းသြားရမယ္။ 

미영	 리리	씨,	교회에	다녀요?
 လီလိီ၊ဘုရားေက်ာင္း တက္တယ္လား။ 

리리	 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그런데	미영	씨는	종교가	있어요?
    ဟုတ္ကဲ့၊ တနဂၤေႏြေန႕တုိင္း ဘုရားေက်ာင္းသြားတယ္။ ဒါနဲ႕ မီေယာင္းေကာ 

ကုိးကြယ္တဲ့ ဘာသာ ရိွလား။   

미영 부모님이	불교	신자라서	저도	어릴	때는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잘	안	가요.
   မိဘေတြကေတာ့ ဗုဒၶဘာသာကုိးကြယ္သူေတြျဖစ္လုိ႕ ကြ်န္မလည္း  

ငယ္ငယ္တုန္းက ဘုန္းၾကီးေက်ာင္းသြားျဖစ္တယ္။ ဒါနဲ႕ အခုတေလာ 
အလုပ္မ်ားတာနဲ႕ သိပ္မသြားျဖစ္ဘူး။ 

에는	မွာေတာ့ 

တစ္ခုခုကုိ အထူးျပဳၿပီး ေျပာခ်င္တဲ့အခါ 
သုံးတယ္။
·이번	여름에는	고향에	갈	거예요.
   ဒီတစ္ေခါက္ေႏြရာသီမွာေတာ့ ေမြးရပ္ေျမ 

သြားမွာ။  

·고향에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살고	있어요.
   ဇာတိမွာကေတာ့ မိဘနဲ႔ ညီ/ညီမေတြ 

ေနထိုင္ေနၾကပါတယ္။ 

(이)라서	ျဖစ္လုိ႔

နာမ္အေနာက္မွာ လိုက္ၿပီး အေၾကာင္းျပခ်က္ 
ေပးတဲ့အခါမွာ သံုးတယ္။

·내일부터	휴가라서	회사에	안	가요.
   မနက္ျဖန္ကစၿပီး အားလပ္ရက္ျဖစ္လုိ႕ ကုမၸဏီ 

မသြားဘူး။

·학생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က်ာင္းသားျဖစ္လို႕ ၾကိဳးၾကိဳးစားစား 

စာၾကည့္ရမယ္။.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တနဂၤေႏြေန႕တိုင္း ဘုရားေက်ာင္း သြားတယ္။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1.	리리	씨는	일요일마다	뭐	해요? လီလီက တနဂၤေႏြေန႕တုိင္း ဘာလုပ္လဲ။ 

2.	미영	씨는	요즘에도	절에	다녀요? မီေယာင္းက အခုတေလာမွာလည္း ဘုန္းၾကီးေက်ာင္းသြားလား။ 

정답 		1.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2.	아니요,	어릴	때는	다녔는데	요즘은	바빠서	잘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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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ၾကိမ္ေရရွင္းျပျခင္း, ဆႏၵျပဳဆုေတာင္း။  
□သဒၵါ  마다,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ဝါဟာရ  ဘာသာေရး၊ ဘာသာေရးလႈပ္ရွားမႈ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ဘာသာေရးပြေဲတာ္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79



သင့္မွာ ကိုးကြယ္သည့္ ဘာသာရိွလား။ ဘယ္ဘာသာ ကိုးကြယ္လဲ။ ဘာသာေရးနဲ႕ ပတ္သက္တဲ့ 
ေဝါဟာရေတြ ရွာၾကည့္ရေအာင္။ 

   25과_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225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이 그 시간이 되면 

반복됨을 나타낸다.

1) 가: 수영 씨, 성당에 다녀요? 

     나: 네,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요. 

2) 가: 150번 버스가 자주 와요? 

 나: 네, 5분마다 와요. 

3) 가: 리한 씨는 휴가 때마다 여행을 가네요.    

     나: 제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휘 1 종교 Religion

문법 1 마다

마다 attached to a noun that 
expresses time, indicates that a 
certain action takes place on a regular 
basis, meaning ‘every+noun.’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톨릭) 이슬람교
Buddhism Christianity (protestant) Catholicism Islam

절 교회 성당 사원(모스크)
temple church catholic church / cathedral mosque

스님 목사님 신부님 이맘
Buddhist monk pastor priest I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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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절 1)												 천주교 2) 신부님

기독교 교회 3) 이슬람교 4) 이맘

불교
ဗုဒၶဘာသာ 

기독교
ခရစ္ယာန္ဘာသာ 

천주교(가톨릭)
ကက္သလစ္ဘာသာ

이슬람교
အစၥလာမ္ဘာသာ

절
ဘုန္းၾကီးေက်ာင္း

교회
ဘုရားေက်ာင္း 

성당
ကက္သလစ္ ဘုရားေက်ာင္း

사원(모스크)
ဗလီေက်ာင္း 

스님
ဗုဒၶဘာသာဘုန္းၾကီး 

목사님
ခရစ္ယာန္ဘုန္းၾကီး 

신부님
ကက္သလစ္ ဘုန္းၾကီး

이맘
အစ္စလာမ္ဘာသာဘုန္းၾကီး 

(အီမာမ္) 

1.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ပံုကိုၾကည့္ၿပီး ကြက္လပ္ထဲျဖည့္ရမယ့္ စာလံုးကိုေရးပါ။ 

အေပၚက ေဝါဟာရမ်ား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မ်ား ေျဖပါ။ 

정답 		1)	스님			2)	성당			3)	목사님			4)	이슬람	사원(모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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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종교 ကိုးကြယ္သည့္ဘာသာ   



296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ပးထားတဲ့ ဇယားကုိ ၾကည့္ၿပီး ‘마다’ သုံးၿပီး ကြက္လပ္ျဖည့္ပါ။

ထပ္ေဆာင္းေလ့လာရေအာင္။ ‘마다’ ကိုသံုးၿပီးကြက္လပ္ျဖည့္ပါ။ 

1.	가:	매일	신문을	읽어요?

	 나:	네,																															읽어요.

2.	가:	버스가	자주	와요?

	 나:	아니요,																															와요.

	아침																												이십	분																

2.	다음	표를	보고	‘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수진	씨는	언제	교회에	가요?		

ဆူဂ်င္းက ဘယ္အခ်ိန္ဘုရားေက်ာင္းသြားလဲ။

	 나:																																							가요.

2)		 가:			투안	씨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해요?		

ထူအန္းကေရာ၊ ကုိရီးယားစာကုိ ေန႔တုိင္း ေလ့လာလား။

	 나:	네,																																							공부해요.

3)		 가:	지하철이	몇	분마다	와요?	ေျမေအာက္ရထားက ဘယ္ႏွမိနစ္ၾကာတုိင္းလာလဲ။ 

	 나:																																							와요.

22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Write the word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불교 절 1)

천주교 2) 신부님

기독교 교회 3)

이슬람교 4) 이맘

2. 다음 표를 보고 ‘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마다’.

1)  가: 수진 씨는 언제 교회에 가요?  

  나:  가요.

2)  가: 투안 씨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해요?  

  나: 네.  공부해요.

3)  가: 지하철이 몇 분마다 와요?

  나: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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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ကေတာ့ အခ်ိန္နဲ႕တဲြသုံးၿပီး၊  ျမန္မာလုိ 'နာမ္+တုိင္း' နဲ႕တူပါတယ္။ အၿမဲတမ္း အခ်ိန္ရဲ႕ေနာက္မွာလုိက္ပါတယ္။ 

·	가:	보통	주말에는	무엇을	하세요?	ပံုမွန္အားျဖင့္ စေန၊တနဂၤေႏြပိတ္ရက္မွာ ဘာလုပ္လဲ။ 
			 나:	주말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စေန၊တနဂၤေႏြပိတ္ရက္တုိင္း ပန္းၿခံမွာ စက္ဘီးစီးတယ္။ 
·	매년	방학마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요.	ႏွစ္စဥ္ အားလပ္ရက္တိုင္း ငါတို႕ မိသားစုကေတာ့ ခရီးသြားတယ္။ 
·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삼	분마다	와요.	
	 	 ရံုးဆင္းရံုးတက္ခ် ိန္မွာေတာ ့ေျမေအာက္ရထားက ၃မိနစ္တစ္ၾကိမ္လာတယ္။ 

‘마다’ အသုံးကုိနားလည္သြားၿပီဆုိရင္ ျပကၡဒိန္နဲ႕ အခ် ိန္ဇယားေတြနဲ႕ စကားေျပာကုိ ျဖည့္စြက္ပါ။ 

정답 			1.	아침마다	2.	이십	분마다

정답 			1)	일요일마다			2)	날마다				3)	10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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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마다 G25-1 



296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ဂၚႏူနဲ႕ အာဒစ္ ဗလီေရွ႕မွာ အမွတ္မထင္  ေတြ႕ၾကတယ္။ သူတို႕ ဘာအေၾကာင္းေတြေျပာလဲ၊  
စကားေျပာကို  ႏွစ္ၾကိမ္နားေထာင္ၿပီး လိုက္ဆို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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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စ္ဖက္သူရဲ႕ အျပဳအမူကုိ ၾကိဳတင္ 
မမွန္းဆႏုိင္ခဲ့ဘူးဆုိတာကုိ ေဖာ္ျပပါတယ္။

·가:	여기는	웬일이에요?	 
  ဒီကုိဘာကိစၥနဲ႕လဲ။ 

	 나:	동생	생일	선물을	사러	왔어요.	

	 	 		ငါ့ညီမေလးအတြက္ 
ေမြးေန႕လက္ေဆာင္ ဝယ္ဖို႕ 
လာခဲ့တာ။

건우	 아딧	씨,	여기	웬일이에요?
 အာဒစ္ရီွ၊ ဒီကုိဘာကိစၥနဲ႕လဲ။ 

아딧	 여기	이슬람	사원에	기도하러	왔어요.
   ဒီ အစၥလာမ္ဘုရားေက်ာင္းမွာ ဝတ္ျပဳဆုေတာင္းဖို႕လာတာ။

건우	 오늘은	금요일이	아닌데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ဒီေန႕က ေသာၾကာေန႕မဟုတ္ဘဲနဲ႕၊ ဒီေန႕လည္း 

ဗလီတက္ရလား။ 

아딧	 예배는	없는데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해요.
   ဗလီမတက္ရေပမယ့္ အေဖကသိပ္ေနမေကာင္းလုိ႕ အခ်ိန္ 

ရတုိင္းလာၿပီး ဆုေတာင္းတယ္။ 

건우 아버지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기도할게요.
    အေဖ ျမန္ျမန္ျပန္ေကာင္းေစခ်င္ပါတယ္။ ၊ ငါလည္း  

ဆုေတာင္းေပးပါမယ္။

-(으)ㄹ때마다	တဲ့အခါတုိင္း

‘-(으)ㄹ	때’ + ‘마다’ ႏွစ္ခု ေပါင္းသုံး 

တာက ထပ္ခါထပ္ခါ ျဖစ္ေပၚေနတဲ့ 

လႈပ္ရွားမႈ အေျခအေနကုိ ေဖာ္ျပတာပါ။

·		저는	피곤할	때마다	커피를	

마셔요.

   ကြ်န္ေတာ္ကေတာ့ ပင္ပန္းတဲ့အခါတုိင္း 

ေကာ္ဖီ ေသာက္တယ္။

정답 			1.	두	사람은	이슬람	사원에서	만났어요.			2.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기도하러	왔어요.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1.	건우	씨와	아딧	씨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ဂၚႏူနဲ႕ အာဒစ္တုိ႕ ဘယ္မွာေတြ႕ခဲ့တာလဲ။
2.	아딧	씨는	왜	이슬람	사원에	왔어요?	အာဒစ္က ဘာေၾကာင့္ အစၥလာမ္ဘုရာေက်ာင္းကို လာတာလဲ။ 

ဗ်ည္း ‘ㄱ,	ㄷ,	ㅂ,	ㅈ’ တို႕ေတြဟာ ‘ㅎ’ နဲ႕ေတြ႕ရင္ [ㅋ,	ㅌ,	ㅍ,	ㅊ] အျဖစ္ ေျပာင္းသည္။

받침	ㄱ,	ㄷ,	ㅂ,	ㅈ,	+	ㅎ		[ㅋ,	ㅌ,	ㅍ,	ㅊ] 받침	ㅎ	+	ㄱ,	ㄷ,	ㅂ,	ㅈ		[ㅋ,	ㅌ,	ㅍ,	ㅊ]

				예)	입학[이팍],	축하해요[추카해요] 예)	좋겠어요[조케써요],	그렇지요[그러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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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80

Tip 격음화 သံျပင္းေျပာင္းျခ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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ဘာသာေရးဆိုင္ရာ လႈပ္ရွားမႈမ်ားနဲ႕ ပတ္သက္တဲ့ ေဖာ္ျပခ်က္ေတြကို ရွာ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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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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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았으면/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1) 내일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제주도 날씨가  .

2) 제 소원은 가족이 건강한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 모두 .  

3) 사람들이 식당에서 담배를 안 .

보기 피우다                                    건강하다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불전/헌금을 내다

성가를 부르다

기도하다

믿다

성지 순례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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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전/헌금을	내다 ㉢ 기도하다㉡ 성가를	부르다 ㉣ 믿다 ㉤ 성지	순례를	가다

22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종교 활동 Religious activities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았으면 좋겠다

‘ㅏ, ㅗ’가 아닐 때: -었으면 좋겠다

‘하다’일 때: 했으면 좋겠다

1) 가: 계속 비가 오는데 주말에 등산 갈 수 있을까요? 　

    나: 글쎄요. 주말에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2) 가: 바루 씨는 올해 소원이 뭐예요? 

    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문법 2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wish 
or a hope.
If the fi nal vowel of a verb or an 
adjective is ㅏor ㅗ, -았으면 좋겠다 is 
used.
If the fi nal vowel of a verb or an 
adjective is a vowel other than ㅏor ㅗ, 
-었으면 좋겠다 is used.
If a verb ends in the 하다 verb, 했으면 
좋겠다 is used.

믿다 기도하다 신자(교인) 예불을 드리다
to believe to pray believer to have a Buddhist service

예배를 드리다 미사를 드리다 찬불가/성가를 부르다 불전/헌금을 내다
to attend a Christian worship to have a mass to sing a Buddhist hymn/ 

a Christian hymn
to make off erings

성지 순례를 가다 불경 성경 코란
to go on a pilgrimage Buddhist scriptures the Bible the Q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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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다
ယုံၾကည္ကုိးကြယ္သည္။ 

기도하다
ဆုေတာင္းသည္။ 

신자(교인)
ဘာသာေရးကုိင္းရိႈင္းသူ

예불을	드리다
ဘုရားရိွခိုး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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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드리다
ဘုရားဝတ္ျပဳသည္။ 

미사를	드리다
(ကတ္သလစ္)

ဘုရားဝတ္ျပဳသည္။

찬불가/성가를	부르다
ဘုရားသီခ်င္းဆုိသည္။ 

불전/헌금을	내다
၀တၳဳ/ေငြ လွဴ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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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았으면 좋겠다

‘ㅏ, ㅗ’가 아닐 때: -었으면 좋겠다

‘하다’일 때: 했으면 좋겠다

1) 가: 계속 비가 오는데 주말에 등산 갈 수 있을까요? 　

    나: 글쎄요. 주말에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2) 가: 바루 씨는 올해 소원이 뭐예요? 

    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문법 2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wish 
or a hope.
If the fi nal vowel of a verb or an 
adjective is ㅏor ㅗ, -았으면 좋겠다 is 
used.
If the fi nal vowel of a verb or an 
adjective is a vowel other than ㅏor ㅗ, 
-었으면 좋겠다 is used.
If a verb ends in the 하다 verb, 했으면 
좋겠다 is used.

믿다 기도하다 신자(교인) 예불을 드리다
to believe to pray believer to have a Buddhist service

예배를 드리다 미사를 드리다 찬불가/성가를 부르다 불전/헌금을 내다
to attend a Christian worship to have a mass to sing a Buddhist hymn/ 

a Christian hymn
to make off erings

성지 순례를 가다 불경 성경 코란
to go on a pilgrimage Buddhist scriptures the Bible the Quran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28 2014-06-11   오전 9:30:47

성지	순례를	가다
ဘုရားဖူး ထြက္သည္။

불경
ဘုရားစာ 

성경
ခရစ္ယာန္က်မ္းစာ

코란
အစၥလာမ္က်မ္းစာ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ၾကည့္ၿပီး သင္ ့ေတာ္ေသာ စာနဲ႕ဆက္ေပးပါ။

① ⑤③② ④

သင္ယူထားေသာ စာလံုးေတြကို သံုးၿပီး ေမးခြန္းမ်ားကို ေျဖၾကည့္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298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코란

어휘 2  စကားေျပာ ၂ 종교 활동 ဘာသာေရးလႈပ္ရွားမႈ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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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면/었으면	좋겠다’ ကိုသံုးၿပီး စာေၾကာင္းျဖည့္ပါ။

1.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서	피곤해요.	내일은																																													.	

2.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네요.																																																			.	

3.	일	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지만	잘	못해요.																																																.

	한국어를	잘하다											빨리	밥을	먹다												좀	쉬다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ကို နားလည္ျပီလား။ ဒါဆုိရင္ ဥပမာထဲက သင့္ေတာ္တဲ့ စကားလံုးကို ေရြးျပီး 
ဝါက်ကို ျဖည့္စြက္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았으면/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피우다	 	 	 	 	 건강하다	 	 	 	 	 좋다

1)	내일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제주도	날씨가																																																															.

2)	제	소원은	가족이	건강한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	모두																																																								.

3)	사람들이	식당에서	담배를	안																																																																																								.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ကိုသံုးၿပီးဥပမာေပးထားတဲ့ အထဲက စာလံုးေတြကိုေရြးၿပီး စာေၾကာင္းျဖည့္ပါ။.

정답 		1)	좋았으면	좋겠어요				2)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3)	피웠으면	좋겠어요

정답 		1.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2.	빨리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3.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298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문법 2  သဒၵါ ၂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G25-2

ေမွ်ာ္လင့္တာ/ဆႏၵရွိတာကို ေဖာ္ျပတဲ့ သဒၵါအသံုး ျဖစ္ပါတယ္။

·	가:	투안	씨는	올해	소원이	뭐예요?	ထူအန္း ဒီနွစ္ထဲမွာ ျဖစ္ခ်င္တဲ႕ဆႏၵကဘာလဲ။
	 		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ကြ်န္ေတာ္ကေတာ့ ပိုက္ဆံအမ်ားၾကီးရရင္ ေကာင္းမွာပဲ။
·	날씨가	너무	더워요.	시원한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요.	
				ရာသီဥတုက အရမ္းပူတယ္။ ေရေအးေအးေလး တစ္ခြက္ေလာက္ ေသာက္လိုက္ရရင္ ေကာင္းမွာပဲ။
·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	ငါတို႕မိသားစုအၿမဲတမ္း က်န္းက်န္းမာမာ ရိွေနရင္ေကာင္းမွာ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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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정답 	1)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나:	네,	저는	천주교	신자예요.

	 	 가:	성당에	자주	가요?

	 	 나:	네,	주말마다	가요.

	 2)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나:	네,	저는	불교	신자예요.

	 	 가:	절에	자주	가요?

	 	 나:	네,	토요일마다	가요.

						3)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나:	네,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가:	교회에	자주	가요?

	 나:	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လုိမ်ိဳး စကားေျပာၾကည့္ပါ။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လီလီမွာ ကိုးကြယ္တဲ့ ဘာသာရိွလား။
나:	네,	저는	이슬람교	신자예요.

	 		ဟုတ္ကဲ့၊ ကြ်န္မကေတာ့ အစၥလာမ္ဘာသာ 
ယံုၾကည္ကိုးကြယ္သူပါ။

가:	이슬람	사원에	자주	가요?

	 ဗလီဘုရားေက်ာင္းမၾကာမၾကာသြားလား 
나:	네,	금요일마다	가요.

 ဟုတ္က့ဲ၊ ေသာၾကာေန႕တုိင္း သြားပါတယ္။

이슬람교

အစ္စလာမ္
금요일

ေသာၾကာေန႕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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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

보기

이슬람교 금요일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나: 네, 저는 이슬람교 신자예요. 

 가: 이슬람 사원에 자주 가요? 

 나: 네, 금요일마다 가요.  

불교 토요일

천주교 주말

기독교 시간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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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ကက္သလစ္ဘာသာ

불교	ဗုဒၶဘာသာ

기독교	ခရစ္ယာ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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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

보기

이슬람교 금요일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나: 네, 저는 이슬람교 신자예요. 

 가: 이슬람 사원에 자주 가요? 

 나: 네, 금요일마다 가요.  

불교 토요일

천주교 주말

기독교 시간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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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စေန၊တနဂၤေႏြ 

토요일	စေန  

시간이	있을	때

အခ်ိန္ရတိုင္း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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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종교 행사  ဘာသာေရးပဲြေတာ္မ်ား 

석가탄신일	ဘုရားဖြားျမင္ေတာ္မူေသာေန႕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음
력	4월	8일을	석가탄신일로	정했는데	이날은	국가	공휴일이라서	학교나	회사
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석가탄신일이	가까워지면	불교	신자들은	집이나	절

에서	등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고	석가탄신일	저녁에	등에	불을	밝힙니다.

ဘုရားဖြားျမင္ေတာ္မူေသာေန႕ကေတာ့ ျမတ္စြာဘုရား 
ဖြားျမင္လာေသာေန႕ကိုအမွတ္တရ က်င္းပေသာေန႕ျဖစ္ပါတယ္။ ကိုရီးယားမွာေတာ့ 
ရိုးရာ ျပကၡဒိန္ ၄လပိုင္း ၈ရက္ေန႕ကို ္ဘုရားဖြားျမင္ေသာေန႕လို႕သတ္မွတ္ထား
ၿပီး ဒီေန႕ဟာ အစိုးရ ရံုးပိတ္ရက္ဆိုေတာ့ ေက်ာင္း၊ အလုပ္ သြားစရာမလုိပါ။ 
ဘုရားဖြားျမင္ေသာေန႕နီးလာရင္ ဗုဒၶဘာသာ ကိုးကြယ္သူမ်ားက အိမ္မွာပဲျဖစ္ျဖစ္ 
ဘုန္းၾကီးေက်ာင္းမွာပဲျဖစ္ျဖစ္ အလွမီးပံုးေလးေတြလုပ္ၿပီး သစ္ပင္မွာခ်ိတ္ဆဲြၿပီး 
ပြဲေတာ္ေန႕ ညေနမွာ မီးထြန္းၾကပါတယ္။ 

크리스마스	ခရစ္စမတ္  

크리스마스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로	예수님이	태
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크리
스마스를	축제처럼	즐깁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트리를	만
들고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도	합니다.

ခရစ္စမတ္ကေတာ့ ကက္သလစ္နဲ႕ ခရစ္ယာန္ ဘာသာရဲ႕ အၾကီးဆံုး ပဲြေတာ္ထဲက 
တစ္ခုအေနနဲ႕ ေယရႈခရစ္ေတာ္ ေမြးတဲ့ေန႕ကို အမွတ္ရတဲ့ေန႕ျဖစ္ပါတယ္။ 
ဒါေပမဲ့ လက္ရွိမွာေတာ့ ဘာသာမဲ့ေတြလည္း ခရစ္စမတ္ကို ေပ်ာ္ပဲြရႊင္ပဲြလိုမ်ိဳး 
ႏႊဲေပ်ာ္ၾကပါတယ္။ ၁၂လပိုင္း ေရာက္ရင္ လူေတြက ခရစ္စမတ္ သစ္ပင္ကို 
ျပဳလုပ္ၿပီး အခ်င္းခ်င္း ကဒ္ေလးေတြ ေပးၾကပါတယ္။ ေနာက္ၿပီး ကေလးေတြကို 
ခရစ္စမတ္ လက္ေဆာင္လည္းေပးပါတယ္။ ေနာက္ၿပီး ကေလးေတြကို ခရစ္စမတ္ 
လက္ေဆာင္လည္းေပးပါတယ္။

부활절	ေယရႈခရစ္ေတာ္ အသက္ ျပန္ရွင္လာေသာ အမွတ္တရေန႕ ပြေဲတာ္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천주교나	기독교	
신자들은	이날	달걀에	예쁜	그림을	그려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달걀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달걀을	먹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ဒီပြဲကေတာ့ ေယရႈခရစ္ေတာ္ အသက္ျပန္ဝင္လာေသာေန႕ကို အမွတ္ရတဲ့ 
ေန႕ျဖစ္ပါတယ္။ ကက္သလစ္နဲ႕ ခရစ္ယာန္ ယံုၾကည္ကိုးကြယ္သူေတြကေတာ့ 
အဲဒီေန႕မွာ ၾကက္ဥေလးေတြကို ပံုလွလွေလးေတြျခယ္ၿပီး 
အခ်င္းခ်င္းဖလွယ္ၿပီးစားပါတယ္။ ၾကက္ဥကေတာ့ အသစ္ျပန္လည္ ေမြးဖြားလာျခင္းကုိ 
အဓိပၸါယ္ေဆာင္တဲ့အတြက္ အဲဒီပြဲကစၿပီး ၾကက္ဥ စားခဲ့ၾကတယ္လို႕ ဆိုၾကပါတယ္။

라마단	အစာေရွာင္ပဲြ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으로	이슬람에서는	9번째	달인	9월
을	말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9월을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여기는데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코란을	읽고	특별	예배를	하는	등	절제를	해야	합니다.

အစာေရွာင္ပဲြကေတာ့ အာရပ္ဘာသာနဲ႕ဆို ပူေသာလမင္း ဆိုတဲ ့အဓိပၸါယ္နဲ႕ 
အစၥလာမ္မွာေတာ့ ၉ၾကိမ္ေျမာက္လ ၉လပိုင္းကို ဆိုလိုပါတယ္။ အစၥလာမ္မွာေတာ့ 
၉လပိုင္းကို ကိုရမ္က်မ္းစာအရ သန္႕ရွင္းစင္ၾကယ္ေသာ လမင္းလို႕ မွတ္ယူထားၿပီး 
၁လလံုး ေနမင္းရိွေနေသာအခ်ိန္မွာ အစားအေသာက္နွင့္ ေရကို မသံုးေဆာင္ပါဘူး။ 
ေနာက္ၿပီး အဲဒီကာလအတြင္းမွာ ကိုရမ္က်မ္းစာကို ဖတ္ၿပီး အထူးဝတ္ျပဳပြဲ 
စတာေတြကို လုပ္ရပါတယ္။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ပါ။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일요일마다	가요.

	 ②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③	주말에는	집에서	쉬어요.

	 ④	성당에서	미사를	드려요.

5.		①	성경을	읽으세요.

	 ②	저는	불교	신자예요.

	 ③	저는	매일	기도해요.

	 ④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2.

3.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ဒီလူ ဘယ္မွာ ဘုရားေက်ာင္းတက္လဲ။ 

①		 ②		 ③		 ④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ဒီလူူ ဘာလုပ္ေနလဲ။

①		 ②		 ③		 ④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ဒီလူူ ဘယ္လူူလဲ။

①		 ②		 ③		 ④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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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②                     ③                     ④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일요일마다 가요.  

 ②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③ 주말에는 집에서 쉬어요. 

 ④ 성당에서 미사를 드려요.       

5. ① 성경을 읽으세요.  

 ② 저는 불교 신자예요.

 ③ 저는 매일 기도해요.  

 ④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Track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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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81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ကေန ၃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ထားပါ။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ကို ေရြးရမွာ ျဖစ္ပါတယ္။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မွာ 
အရင္ဆံုး ေမးခြန္းမ်ားကို ဖတ္ၾကည့္ထားပါ။

302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25 တနဂၤေႏြေန႔တိုင္းဘုရားေက်ာင္းသြားတယ္။  303



1.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အာက္ပါတို႕ကုိ နားေထာင္ၿပီး ေနာက္မွာ ဆက္လာမယ့္ စကားအေနနဲ႕ သင့္ေတာ္တာကုိ ေရြးပါ။ 
	
		①	맞아요.	힘들었어요.

		②	그래요?	보고싶겠어요.

		③	그래요?	재미있겠어요.

		④	맞아요.	아주	좋았어요.	

1.	①	남:	절에	다닙니다.	ဘုန္းၾကီးေက်ာင္းသြားပါတယ္။ 
	 ②	남:	성당에	다닙니다.	ဘုရားေက်ာင္းသြားပါတယ္။ 
			③	남:	교회에	다닙니다. ခရစ္ယာန္ ဘုရားေက်ာင္း သြားပါတယ္။
			④	남: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ဗလီတက္ပါတယ္။
2.	①	여:	기도를	합니다.	(ခရစ္ယာန္)၀တ္ျပဳဆုေတာင္းသည္
	 ②	여:	코란을	읽습니다. ကုိရမ္က်မ္းစာ ဖတ္သည္။
	 ③	여:	찬송가를	부릅니다.	ဘုရားသီခ်င္းဆုိသည္။ 
	 ④	여:	성지	순례를	갑니다. ဘုရားဖူးထြက္သည္။ 
3.	①	남:	스님입니다. ဘုန္းၾကီးျဖစ္ပါတယ္။ 
	 ②	남:	신부님입니다.	ကတ္သလစ္ဘုန္းၾကီးျဖစ္ပါတယ္။ 
	 ③	남:	목사님입니다.	ခရစ္ယာန္ ဘုန္းၾကီး ျဖစ္ပါတယ္။
	 ④	남:	이맘입니다. အစၥလာမ္ ဘုန္းၾကီး ျဖစ္ပါတယ္။
4.	남: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မုိနီခါက ဘယ္အခ်ိန္ ဘုရားေက်ာင္း သြားလဲ။
5.	여: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မင္ဆူက ဘယ္ဘာသာ ကုိးကြယ္လဲ။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②			2.	①			3.	①			4.	①			5.	②

정답 		1.		③

1.	여:	이번	주부터	주말마다	기타를	배우기로	했어요.	

	 				ဒီအပတ္က စၿပိီး စေန၊ တနဂၤေႏြ ပိတ္ရက္တုိင္း ဂစ္တာတီး သင္ဖုိ႕ ဆုံးျဖတ္ၿပီးၿပီ။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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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25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ပံုကုိၾကည့္ၿပီးစာေၾကာင္းမွန္ေ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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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절입니다.

  ② 성당입니다.

  ③ 사원입니다.

  ④ 교회입니다. 

2.  ①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②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③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④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3. 이 사람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아딧 씨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면 이태원에 

있는 사원에 갑니다. 코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이슬람교

4.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수피카 씨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가도 부릅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① 기도를 합니다.  ② 성경을 읽습니다. 

③ 찬송가를 부릅니다.       ④ 성지 순례를 갑니다.

5.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절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가까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도 기도를 하러 절에 갔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신데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자주 절에 갑니다.   ② 부처님을 믿습니다.

③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④ 지난 주말에 절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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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절입니다.

  ② 성당입니다.

  ③ 사원입니다.

  ④ 교회입니다. 

2.  ①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②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③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④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3. 이 사람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아딧 씨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면 이태원에 

있는 사원에 갑니다. 코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이슬람교

4.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수피카 씨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가도 부릅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① 기도를 합니다.  ② 성경을 읽습니다. 

③ 찬송가를 부릅니다.       ④ 성지 순례를 갑니다.

5.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절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가까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도 기도를 하러 절에 갔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신데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자주 절에 갑니다.   ② 부처님을 믿습니다.

③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④ 지난 주말에 절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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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①	절입니다.

②	성당입니다.

③	사원입니다.

④	교회입니다.

①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②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③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④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မ်ားကုိ ေျဖဆုိပါ။ 

3.		 이	사람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သူ ကုိးကြယ္တဲ့ ဘာသာက ဘာလဲ။

	

아딧	씨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면	이태원에	있는	사원

에	갑니다.	코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အာဒစ္ကေတာ့ အင္ဒိုနီးရွားလူမ်ိဳး ျဖစ္ပါတယ္။ တစ္ေန႕ငါးၾကိမ္ ဆုေတာင္းမႈ ျပဳပါတယ္။ အခ်ိန္ရရင္ 
အီထယ္ဝမ္မွာရွိတဲ့ ဘုရားေက်ာင္းသို႕သြားပါတယ္။ ကိုရမ္က်မ္းစာကို ၾကိဳးၾကိဳးစားစားဖတ္ၿပီး ေလ့လာပါတယ္။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이슬람교

4.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သူ ခရစ္ယာန္ ဘုရားေက်ာင္းမွာ မလုပ္တ့ဲ အရာကုိ ေရြးပါ။

	

수피카	씨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가도	부릅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ဆူဖီခါကေတာ့ တနဂၤေႏြေန႕တိုင္း ဘုရားေက်ာင္းသို႕ သြားပါတယ္။ ဘုရားသခင္ထံ ဆုေတာင္းၿပီး 
ဘုရားစာရြတ္ပါတယ္။  ခရစ္ယာန္ ဘုန္းၾကီးရဲ႕ စကားကိုနားေထာင္ၿပီး ဘုရားသီခ်င္းလည္း သီဆိုပါတယ္။ 
ဆုေတာင္းဝတ္ျပဳၿပီးရင္ ဘုရားေက်ာင္း သူငယ္ခ်င္းမ်ားနဲ႕ ေန႕လယ္စာ စားပါတယ္။ 

					①	기도를	합니다.		 ②	성경을	읽습니다.	 ③	찬송가를	부릅니다.		 ④	성지	순례를	갑니다.

5.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ဒီလူနဲ႕ ပတ္သက္ၿပီး ရွင္းျပထားတဲ့ အထဲက မမွန္တာကုိ ေရြးပါ။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절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가까운	절에	가서	예불을	드

립니다.	지난	주말에도	기도를	하러	절에	갔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신데	빨리	건

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ကြ်န္ေတာ္ကေတာ့ ဗုဒၶဘာသာ ယံုၾကည္ကိုးကြယ္သူျဖစ္ပါတယ္။ ဘုန္းၾကီးေက်ာင္းသို႕ ခဏခဏ 
မသြားျဖစ္ေပမဲ့ ဆုေတာင္းခ်င္တဲ့ အခါေတာ့ နီးစပ္ရာဘုန္းၾကီးေက်ာင္းသို႕ သြားၿပီး ဆုေတာင္းပါတယ္။ ၿပီးခဲ့တဲ့ 
စေန၊တနဂၤေႏြပိတ္ရက္ကလည္း ဆုေတာင္းဖုိ႔ ဘုန္းႀကီးေက်ာင္းကို သြားခဲ့ပါတယ္၊ ဇာတိမွာ ရွိတဲ့ အေဖ 
သိပ္ေနမေကာင္းလုိ႔.ျမန္ျမန္ ေနေကာင္းေစခ်င္ပါတယ္။

					①	자주	절에	갑니다.		 	 ②	부처님을	믿습니다.

					③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④	지난	주말에	절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 နဲ႕ ၂ကေတာ့ ပံုၾကည့္ၿပီး စာေၾကာင္းမွန္ေရြးရေသာ ေမးခြန္းျဖစ္ပါတယ္။ 
သင္ထားေသာစာလံုးမ်ားနွင့္ အေျဖမွန္ေရြးပါ။ 

ဒီမွာ ဘာသာေရး လႈပ္ရွားမႈဆိုင္ရာ အေၾကာင္းအရာမ်ားေပးထားပါတယ္။ ေလ့လာထားေသာ 
သဒၵါႏွင့္ ေဝါဟာရမ်ားကို အသံုးခ်ၿပီး ေမးခြန္းမ်ား ေျဖပါ။

304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④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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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1.

	

요즘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အခုတေလာ အလွျပင္ ပညာကုိ သင္ယူေနပါတယ္။ သင္တန္းလက္မွတ္ ရရင္ အလွျပင္ဆုိင္မွာ အလုပ္လုပ္ခ်င္ပါ 
တယ္။ 

	 		

				 ①	사면	 ②	따면

				 ③	들으면	 ④	신청하면

2.

	

출근	시간에는	버스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더																		.	거리에	자동차가	많아서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ရံုးတက္ခ်ိန္မွာေတာ့ ဘတ္စ္ကားထက္ ေျမေအာက္ရထားကုိ သုံးတာက ပိုျပီး ျမန္ပါတယ္။ လမ္းမွာ ကားေတြ 
မ်ားလို႔ လမ္းပိတ္တဲ့အတြက္ေၾကာင့္ပါ။ 

	

			 ①	비쌉니다	 ②	빠릅니다

				 ③	춥습니다	 ④	바쁩니다	

3.

	

우리	고향은	여름에	35도까지	기온이												습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덥지	않습니다.

ငါတို႕ေမြးရပ္ေျမကေတာ့ ေႏြဘက္မွာ ၃၅ဒီဂရီအထိ အပူခ်ိန္ တက္လာေပမယ့္ စိုထုိင္းဆကေတာ့ နည္းသလုိရိ ွ
ပါတယ္။ ဒါေၾကာင့္ ထင္သေလာက္ မပူဘူး။ 

	

			 ①	늘어나지만	 ②	올라가려면

				 ③	늘어나려면	 ④	올라가지만	

304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정답 		1.	②			2.	②				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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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အသံထြက္             P-12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အသတ္ရွိတဲ့ စကားလံုးရဲ႕ အေနာက္မွာ ဗ်ည္းမဲ့ စကားလံုး ရွိရင္ အဲဒီ အသတ္ဟာ ေနာက္က စကားလံုးရဲ႕ 
ဗ်ည္းေနရာကို ဝင္သြားျပီး အသံထြက္ပါတယ္။ 

(1)	음악,	녹음,	한국어

(2)	옷이,	꽃을,	낮에

(3)	꽃이	피었어요.	/	음악이	재미있어요.	/	책을	사요.



ဘာရူက ဘာေၾကာင့္ေဆးခန္းသြားတာလဲ။အျပန္အလွန္စကားေျပာကို အရင္ဆံုးနားေထာင္ၿပီး 
လိုက္ဆိုပါ။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ကိုရီးယားကား ၾကည့္ရင္း စာေလ့လာတယ္။ 

약사	 	어떻게	오셨어요?	ဘာကူညီေပးရမလဲ။

바루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ခါင္းကိုက္လုိ႕ လာခဲ့တာပါ။

약사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ဘယ္အခ်ိန္ကတည္းက ကုိက္တာလဲ။  

바루	 	어젯밤부터요.		
어제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어요.	

  မေန႕ညကတည္းက။ မေန႕က ညေနကုမၸဏီ ညစာစားပြဲ ရိွလုိ႕ 
အရက္နည္းနည္းေသာက္လုိက္တယ္။

약사	 	아,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အာ၊ အရက္ေၾကာင့္ ျဖစ္တာထင္တယ္။ ထမင္း  
စားၿပီး ဒီေဆးေသာက္ပါ။

바루	 	네,	감사합니다.	 အုိေက၊ ေက်းဇူးတင္ပါတယ္။ 

	부터 မွစၿပီး/ကတည္းက

·	아침부터	배가	아파요.

   မနက္ကတည္းက 
ဗိုက္ေအာင့္တယ္။ 

·	내일부터	다른	공장에서		

일해요.

   မနက္ျဖန္မွ စၿပီး တစ္ျခား 
စက္ရံုမွာ အလုပ္လုပ္မယ္။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1.	바루	씨는	왜	약국에	갔어요?	ဘာရူက ဘာျဖစ္လုိ႕ ေဆးဆုိင္သြားတာလဲ။ 

2.	바루	씨는	언제부터	아팠어요?	ဘာရူက ဘယ္အခ်ိန္ကတည္းက ေနလုိ႕မေကာင္းတာလဲ။

정답 		1.	머리가	아파서	갔어요.		2.	어젯밤부터	아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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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ရွ႕ေနာက္ အလွည့္အေၾကာင္း ေျပာျခင္း၊ တားျမစ္ျခင္း။

□သဒၵါ  -(으)ㄴ	후에,	-지	마세요

□ေဝါဟာရ  ခႏၶာကိုယ္ အစိတ္အပိုင္း၊ ေရာဂါလကၡဏာ။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ရွးဦးသူနာျပဳ ကိရိယာအစုံ

때문에 ေၾကာင့္ 

နာမ္အေနာက္မွာဆို ‘때문에’ 

တန္းၿပီးလုိက္တယ္။

·	비	때문에	길이	복잡해요.

     မိုးေၾကာင့္ လမ္းၾကပ္တယ္။

·	일	때문에	바빠요.

   အလုပ္ေၾကာင့္ မအားရဘူး။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82



머리	ဆံပင္၊ဦးေခါင္း

귀	နားရြက္ 

얼굴	မ်က္နွာ

눈	မ်က္လုံး

코	နွာေခါင္း

입	ပါးစပ္

어깨	ပခံုး
팔	လက္ေမာင္း

손	လက္

몸	ခႏၶာကုိယ္
배	ဝမ္းဗိုက္ 

무릎	ဒူေခါင္း 

다리	ေျခေထာက္(ေျခမ်က္စိအထက္ပုိင္း)

발 ေျခေထာက္(ေျခမ်က္စိေအာက္ပုိင္း)

손가락	လက္ေခ်ာင္း

허리	ခါး

목	လည္ပင္း

발목	ေျခက်င္းဝတ္

손목	လက္ေကာက္ဝတ္

အေပၚက ေ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ကြက္လပ္ျဖည့္ပါ။ 

ပံုနဲ႕ ကုိက္ညီေသာ စာလုံးကုိ (ဥပမာ)ထဲက ေရြးၿပီး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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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따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atch the appropriate words to the pictures.

2. 위의 그림을 보면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using the picture above. 

3. 대화에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우리 주말에 뭐 할까요?

 나: .                        

 ① 쇼핑을 한 후에 영화를 봐요    

 ② 영화를 본 후에 쇼핑을 해요     

2) 가: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나: .

 ①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② 약을 먹은 후에 밥을 드세요 

 쇼핑하다 → 영화를 보다  

밥을 먹다 → 약을 먹다

10)

8)

1)

3)

5)

7)

9)

머리

눈

코

배 

귀

다리

팔

어깨

목

발

보기

약사: 어디가 아프세요? 

환자: 머리가 아파요.
보기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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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3)

4)

7)

9)

2)

4)

6)

8)

10)

보기

머리

눈

코

배

귀

다리

팔

어깨

목

발

정답 				1)	머리		2)	눈		3)	코		4)	귀			5)	목		6)	어깨		7)	팔		8)	배		9)	다리		10)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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ခႏၶာကိုယ္အစိတ္အပိုင္းနဲ႕ ပတ္သက္ေသာေဝါဟာရေတြၾကည့္ရေအာင္။

어휘 1  ေ၀ါဟာရ ၁ 신체 ခႏၶာကိုယ္အစိတ္အပိုင္း 



308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ဒီသဒၵါကေတာ့ တစ္စံုတစ္ခုကို လုပ္ၿပီးတဲ့ေနာက္ကိုေဖာ္ ျပတဲ့အခါ သံုးတယ္။ ၾကိယာနဲ႕ပဲ တဲြသံုးလို႕ရတယ္။ 

자음	(ဗ်ည္း)	→	-은 후에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ㄴ 후에

먹다	→	먹은 후에			
보다	→	본	후에

					만들다	→	만든	후에

·가:	언제	영화	보러	갈	거예요?	ဘယ္ေတာ့ ရုပ္ရွင္သြားၾကည့္မလဲ။ 
	 나:	일이	끝난 후에	가려고	해요. အလုပ္ဆင္းၿပီးေနာက္မွ သြားမလို႕။ 

·가:	이	약은	언제	먹어야	돼요?	ဒီ ေဆးက ဘယ္ေတာ့ ေသာက္ရမွာလဲ။ 
	 나: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ထမင္း စားၿပီးေနာက္မွ ေသာက္ပါ။ 

‘후에’ ကုိနာမ္နဲ႕ တဲြၿပီးလည္း ‘N + 후에’ ဆိုၿပီး သံုးလို႕ရပါတယ္။ 

·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စားၿပီးေနာက္မွ အစည္းအေဝး ျပန္လုပ္ပါ ့မယ္။
·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	အလုပ္ဆင္းၿပီးေနာက္  ဘာလုပ္မွာလဲ။

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으)ㄴ	후에’ -ျပီးေနာက္မွာ'ဆိုတဲ့ ပံုစံမွာလည္း ‘-(으)ㄴ’ ဆုိတဲ့ စကားဆက္ ထည့္ရျခင္းက ျမန္မာစကားနဲ႔ 
ကြာျခားပါတယ္။ အသတ္ပါျခင္း မပါျခင္းကလည္း အျမဲ သတိျပဳရမယ့္ အခ်က္တစ္ခုပါပဲ။

·서울에	도착한 후에	전화해	줘요.	ဆုိးလ္ကို ေရာက္ျပီးရင္ ဖုန္းဆက္ပါ။
·점심을	먹은 후에	다시	일합시다.	ေန႔လယ္စာ စာျပီးရင္ ထပ္ျပီး အလုပ္လုပ္ၾကစို႔။

가:	우리	주말에	뭐	할까요?	င ါတုိ႕ ပိတ္ရက္မွာ ဘာလုပ္ၾကမလဲ။ 
나:																																	.	

쇼핑하다	→	영화를	보다

밥을	먹다	→	약을	먹다
가: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ဒီ ေဆးက ဘယ္လုိေသာက္ရတာလဲ။ 
나:																																	.	

2.	대화에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အတြက္သင့္ေတာ္ေသာ အေျဖကိုေရြးပါ။ 

1)

①	쇼핑을	한	후에	영화를	봐요

②	영화를	본	후에	쇼핑을	해요

①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②	약을	먹은	후에	밥을	드세요

2)

‘-(으)ㄴ	후에’ နားလည္ၿပီလား။ သင့္ေတာ္ေသာ အေျဖကုိေရြးၿပီးကြက္လပ္ျဖည့္ပါ။ 

정답 		1)	①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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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နီခါ ေဆးဆိုင္ကိုသြားခဲ့တယ္။ သူမ ဘာေၾကာင့္ သြားခဲ့တာလဲ။ 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ၿပီး လိုက္ဆိုပါ။

약   사	 	어디가	불편하세요?	
 ဘယ္ေနရာက မသက္မသာျဖစ္ေနပါသလဲ။ 

모니카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ဒီေန႕ မနက္ကတည္းက ဗိုက္က ေအာင့္ၿပီး 

ဝမ္းသြားေနတယ္။ 

약   사	 	아침에	뭘	드셨어요?	
  မနက္က ဘာသံုးေဆာင္ခဲ့လဲ။

모니카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ပါင္မုန္႕နဲ႕ ႏြားနို႕ ေသာက္ခဲ့ေပမယ့္ ႏြားနို႕ 

အရသာကနည္းနည္း ထူးဆန္းေနတယ္။

약   사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

품은	먹지	마세요.		
  ဒါဆုိ ဒီေဆး ေသာက္ပါ။ ေနာက္ၿပီး ဒီေန႕ေတာ့ 

နို႕ထြက္အစားအေသာက္ေတြ မစားပါနဲ႕။ 

모니카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သိပါၿပီ။

그리고	ေနာက္ၿပီး   
ဝါက် ႏွစ္ေၾကာင္းကုိ အစဥ္လိုက္ 
ဆက္သြယ္တဲ့အခါ သုံးပါတယ္။
·	저는	빵을	좋아해요.		
그리고	라면도	좋아해요.  ကြ်န္မေပါင္မုန္႕ ၾကဳိက္တယ္။ 
ေနာက္ၿပီး ေခါက္ဆဲြျပဳတ္လ 
ည္း ၾကိဳက္တယ္။.

뭘	ဘာကို
뭐	+	를	=	뭐를	=	뭘  

·	주말에	뭘	했어요?

  ပိတ္ရက္မွာ ဘာကုိ 
လုပ္ခဲ့လဲ။

·	뭘	먹고	싶어요?

  ဘာကုိ စားခ်င္လဲ။ 

정답 		1.	빵하고	우유를	먹었어요.		2.	아침부터	배가	아팠어요.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1.	모니카	씨는	아침에	뭘	먹었어요? မိုနီခါ မနက္က ဘာစားခဲ့လဲ။

2.	모니카	씨는	언제부터	배가	아팠어요? မိုနီခါ ဘယ္အခ်ိန္ကတည္းက ဗိုက္ေအာင့္ေနတာ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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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ဂါလကၡဏာနဲ႕ ပတ္သက္ေသာ အသံုးအႏႈန္းေတြကို ၾကည့္ရေအာင္။ 

감기에	걸리다
အေအးမိသည္။ 

열이	나다
ကုိယ္ပူသည္။ 

기침을	하다
ေခ်ာင္းဆုိးသည္။ 

콧물이	나다
ႏွာရည္ယိုသည္။ 

배탈이	나다
ဗိုက္ရစ္နာသည္။

설사를	하다
ဝမ္းေလွ်ာသည္။ 

소화가	안	되다
အစာမေၾကျဖစ္သည္။ 

토하다
အန္သည္။ 

손을	베다
လက္ကိုရွသည္။

손을	데다
လက္အပူေလာင္သည္။ 

발목을	삐다
ေျခဆစ္လြဲသည္။

다리가	부러지다
ေျခေထာက္က်ိဳး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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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with the appropriate expressions.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①     ㉠

②     ㉡

③     ㉢

④     ㉣

⑤     ㉤

1) 가: 발목을 삐었어요.

 나: .

① 많이 걷지 마세요 

② 밥을 먹지 마세요  

2) 가: 열이 나고 콧물이 많이 나요.

 나: .

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② 오늘은 기침을 하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다

손을 데다

기침을 하다

열이 나다

발목을 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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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ၾကည့္ၿပီးကိုက္ညီေသာစကားနဲ႕တဲြေပးပါ။ 

㉠ 소화가	안	되다 ㉡ 손을	데다 ㉢ 기침을	하다 ㉣ 열이	나다 ㉤ 발목을	삐다

① ⑤② ③ ④

သင္ထားေသာ စာလံုးေတြနဲ႕ ေျဖၾကည့္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310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어휘 2  စကားေျပာ ၂ 증상 ေရာဂါလကၡဏာ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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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ၿပီး မွန္ကန္ေသာ အေျဖကို ေရြးပါ။

1)	
가:	발목을	삐었어요.	ေျခဆစ္လြသဲြားတယ္။

나:																																																					.	

					①	많이	걷지	마세요	 	 ②	밥을	먹지	마세요

2)
	

가:	열이	나고	콧물이	많이	나요.		ကိုယ္ပူၿပီး ႏွာရည္ အမ်ားၾကီး ယုိတယ္။ 
나:																																																					.		

					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②	오늘은	기침을	하지	마세요

ဒီအသံုးကေတာ့ နားေထာင္သူကို တားျမစ္တဲ့အခါမွာ သံုးတဲ့ အသံုးျဖစ္ပါတယ္။ တစ္စံုတစ္ဦးဧ။္အျပဳအမူကို 
တားျမစ္ေသာ သဒၵါအသံုးျဖစ္သည့္အတြက္ ၾကိယာနဲ႕႔ပဲတဲြသံုးပါတယ္။

·	가:	열이	많이	나니까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ကိုယ္ အရမ္း ပူေနလို႕ ဒီေန႕ေတာ့ အျပင္ မထြက္ပါနဲ႕။
				나: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သေဘာေပါက္ပါၿပီ။
·	가:	소화가	안	되고	계속	토해요.	အစာမေၾကပဲ ဆက္တိုက္ အန္တယ္။
				나: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밥을 먹지 마세요.	

									ဒီေဆးေသာက္ပါ။ ေနာက္ၿပီး ဒီေန႕ေတာ့ ထမင္းမစားပါနဲ႕။ 

‘-지	마세요’ ရဲ႕ အသံုးကို နားလည္သြားရင္ ဥပမာ ဝါက်ေတြကို ၿပီးေအာင္ ျဖည့္ၾကည့္ရေအာင္။

ထပ္ေဆာင္းေလ့လာၾကည့္ရေအာင္။ ‘-지	마세요’ ကို သံုးၿပီး ကြက္လပ္ ျဖည့္ပါ။

1.	 가: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

	 나: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우유를																																									.

2.	 가: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나: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를																																									.

정답 		1.	드시지	마세요		2.	타지	마세요

정답 		1)	①		2)	①

310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문법 2  သဒၵါ ၂ -지 마세요 G26-2



312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26 ကိုရီးယားကား ၾကည့္ရင္း စာေလ့လာတယ္။  313

보기

약국에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ဆးဆိုင္မွာ (ဥပမာ) ေပးထားသလိုမ်ိဳး ေျပာၾကည့္ပါ။

정답 		1)	환자:	계속	토해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밥을	먹지	마세요.

	 2)	환자:	손을	데었어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요리를	하지	마세요.			

	 3)	환자:	계속	설사를	해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마세요.		

	 4)	환자:	발목을	삐었어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많이	걷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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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데었다

발목을 삐었다

활동

보기

1) 2)

3) 4)

약국에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at a pharmacy.

환자: 열이 많이 나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열이 많이 나다

계속 토하다

계속 설사를 하다

밖에 나가다

밥을 먹다

아이스크림을 

먹다

요리를 하다

많이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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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at a pharmacy.

환자: 열이 많이 나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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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열이	많이	나요.	

လူနာ: ကိုယ္အရမ္း ပူတယ္။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ဆးဆိုင္:   ထမင္းစားၿပီး ေနာက္မွ ဒီ ေဆးကို ေသာက္ပါ။ 
ေနာက္ၿပီး ဒီေန႕ အျပင္ မထြက္ပါနဲ႕။

열이	많이	나다	ကိုယ္အရမ္းပူတယ္။ 

밖에	나가다
အျပင္ထြက္သည္။ 

밥을	먹다
ထမင္း စားသည္။t 

아이스크림을

먹다
ေရခဲမုန္႕ကုိ စားသည္။ 

요리를	하다
ဟင္းခ်က္သည္။ 

많이	걷다
လမ္းအမ်ားၾကီး 
ေလွ်ာက္သည္။ 

1)	

3)	

2)	

4)	

계속	토하다	ဆက္တိုက္အန္သည္။ 

계속	설사를	하다	ဆက္တိုက္ ဝမ္းေလွ်ာသည္။ 

손을	데었다	လက္အပူေလာင္သည္။ 

발목을	삐었다	ေျခဆစ္လြဲသြားတယ္။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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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비상약
အိမ္တြင္းသံုးအေရေပၚေဆး 

✚구급함	ေဆးေသတၱာ

붕대	ပတ္တီး 연고	လိမ္းေဆး

파스 ခါးကပ္ပလာစတာ

밴드 ပလာစတာ

반창고	အနာကပ္ပလာစတာ

소독약	အရက္ပ်ံ

안약	မ်က္စဥ္း

영양제	ျဖည့္စြက္အားေဆး 

알약	ေဆးလံုး 

✚약국이	문을	닫으면?	ေဆးဆိုင္ တံခါးပိတ္ရင္?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약을	사야	하는데	약국이	문을	닫았으면	편의점에서도	가정	비상약을	살	수	있

습니다.	편의점에는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파스,	연고와	같은	약이	있습니다.

ညၾကီးမင္းၾကီး၊ အစိုးရရံုးပိတ္ရက္မွာ ရုတ္တရက္ ေဆးဝယ္ရမွာျဖစ္ေပမယ့္ ေဆးဆိုင္ ပိတ္ထားခဲ့ရင္ ၂၄နာရီဆိုင္မွာပဲျဖစ္ျဖစ္ 
အေရးေပၚသံ ု းေဆးကိ ု ဝယ္လိ ု ႕ရပါတယ္။ ၂၄နာရီဆိ ုင ္မ ွာေတာ့ အေအးမိေပ်ာက္ေဆး၊ အစာေၾကေဆး၊ အပူက်ေဆး၊ 
ခါးကပ္ပလာစတာ၊ လိမ္းေဆးလုိ ေဆးမ်ိဳးေတြ ရိွပါတယ္။

감기약
အေအးမိေပ်ာက္ေဆး 

소화제
အစာေၾကေဆး 

진통제
အကုိက္အခဲေပ်ာက္ေဆး 

해열제
အပူက်ေဆး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ဒီ လူက ဘယ္ေနရာ နာတာလဲ။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ဒီ လူရဲ႕ေရာဂါလကၡဏာက ဘယ္လုိလဲ၊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ဒီလူ ဘယ္ေနရာထိခိုက္မိတာလဲ။ 

	 ①		 ②		 ③		 ④

အေၾကာင္းအရာ တစ္ခုကုိ နားေထာင္ၿပီး ေမးခြန္း ၂ခုေျဖ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ဒီေနရာက ဘယ္ေနရာလဲ။
	 ①	약국		 ②	식당

	 ③	은행		 ④	백화점

5.		남자는	어디가	아픕니까?	ေယာက်္ားေလးက ဘယ္ေနရာက ေနမေကာင္းျဖစ္တာလဲ။
	 ①	콧물이	많이	납니다.		 ②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납니다.

	 ③	아침부터	소화가	안	됩니다.		 ④	밥을	먹은	후에	설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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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약국  ② 식당 

③ 은행  ④ 백화점

 5. 남자는 어디가 아픕니까?  

① 콧물이 많이 납니다.  ②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납니다.  

③ 아침부터 소화가 안 됩니다. ④ 밥을 먹은 후에 설사를 했습니다. 

Track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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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ခြန္း ၁ကေန ၃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ထားပါ။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ကိုေရြးရမွာပါ။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 
ဖတ္ထား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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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팔이	아픕니다.  လက္ေမာင္းေအာင့္သည္။ ②	남:	이가	아픕니다.	သြားနာသည္။ 

	 ③	남:	머리가	아픕니다.	ေခါင္းကိုက္သည္။  ④	남:	다리가	아픕니다.	ေျခေထာက္ နာသည္။ 

2.	①	여:	토를	합니다.	အန္သည္။ ②	여:	콧물이	납니다.	ႏွာရည္ယုိသည္။ 

	 ③	여:	기침을	합니다.	ေခ်ာင္းဆုိးသည္။  ④	여:	설사를	합니다. ဝမ္းေလွ်ာသည္။ 

3.	①	남:	손을	데었습니다.	လက္အပူေလာင္သည္။ 

	 ②	남:	손을	베었습니다.	လက္ရွသည္။ 

	 ③	남:	발목을	삐었습니다.	ေျခေထာက္ေခါက္သည္။ 

	 ④	남: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ခေထာက္က်ဳိးသည္။ 

4-5.	여: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ၾကိဳဆုိပါတယ္။ ဘာကိစၥနဲ႕ လာတာလဲရွင္။ 

	 남: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ကုိယ္ပူၿပီး ေခါင္းကုိက္တယ္။ 

	 여: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ဘယ္အခ်ိန္ကတည္းက ကုိယ္ပူတာလဲ။

	 남:	아침부터	그랬어요.	မနက္ကတည္းက ပူတာ။ 

	 여:	여기	약을	드릴게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ဒီမွာ ေဆးေပးလုိက္မယ္။ ထမင္း စားၿပီးမွ ေသာက္ပါ။ 

	 남:	네,	알겠습니다.	ဟုတ္ကဲ့ သိပါၿပီ။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②		2.	②			3.	①		4.	①		5.	②

정답 			1.	③			2.	③

1.	①	남:	약국입니다.	ေဆးဆိုင္ျဖစ္ပါသည္။  	 ②	남:	학교입니다. ေက်ာင္းျဖစ္ပါသည္။ 

	 ③	남:	병원입니다.	ေဆးရံုျဖစ္ပါသည္။. 	 ④	남:	은행입니다.	ဘဏ္ျဖစ္ပါသည္။ 

2.	남:	주사도	맞아야	해요?	ေဆးထိုးခံရမွာ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1.	 다음	그림을	보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ပံုကုိၾကည့္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သာ အေျဖကုိ ေရြးပါ။ 

	 여기는	어디입니까?	ဒီပာာ ဘယ္ေနရာလဲ။

	 ①		 ②		 ③		 ④	

2.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နားေထာင္ၿပီး ေနာက္ဆက္လာမယ့္ စကားအေနနဲ႕ သင့္ေတာ္တာကုိ ေရြးပါ။ 

	 ①	아니요,	목도	아파요.	 ②	네,	어제부터	아팠어요.

	 ③	아니요,	약만	드시면	돼요.	 ④	네,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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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26



Jam 2 Sore.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1.

	

가:	리리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လီလီ၊ မ်က္နွာက အရမ္း မေကာင္းဘူး။

나:																				에	걸렸어요.	목도	아프고	열도	나요.		 	

 အေအး မိသြားတယ္။ လည္ေခ်ာင္းလည္း နာၿပီး ကိုယ္လည္းပူတယ္။

					①	콧물		 ②	기침		 ③	감기		 ④	배탈

2.

	

가:		리한	씨,	제가	손을	베었는데	혹시																				있어요?		 	

  ရီဟန္၊ ငါ လက္ရွသြားလို႕ ဟိုေလ လိမ္းေဆးေလးမ်ား ရိွမလား။

나: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ဟုတ္ကဲ့၊ ခဏေလး ေစာင့္ပါ။

					①	파스		 ②	연고		 ③	소화제		 ④	해열제

3.

	
가:																																																																?	

나:		아침부터	계속	설사를	해요. မနက္ကတည္းက ဆက္တုိက္ ဝမ္းသြားတယ္။

					①	누가	아파요		 	 ②	어디가	아프세요

					③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④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4.		 	김지수	씨는	하루에	약을	몇	번	먹어야	합니까?		 	
 ဂင္ဂ်ီဆုက တစ္ေန႕မွာ ေဆး ဘယ္နွၾကိမ္ေသာက္ရလဲ။

	 ①	한	번

	 ②	두	번

	 ③	세	번

	 ④	네	번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ဖတ္ထားတဲ့ အေၾကာင္းအရာနဲ႕ တူတာကုိ ေရြးပါ။

	 ①	모니카	씨는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②	모니카	씨는	오늘	회사에	갈	것입니다.

	 ③	모니카	씨는	어제	약국에	못	갔습니다.	 ④	모니카	씨는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팠습니다.

ေအာက္ပါ ေမးခြန္းမ်ား ေျဖဆုိပါ။
[4~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ကေန ၃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သင္ယူထားေသာ စာလုံးေတြနဲ႕ 
အသုံးေတြကုိ အသုံးခ်ၿပီး ေျဖၾကည့္ပါ။

မးခြန္း ၄ကေတာ့ ေဆးစာျဖစ္ၿပီး ၅ကေတာ့ စာပုိဒ္ျဖစ္ပါတယ္။ သင္ထားတာေတြကုိ အသုံးခ်ၿပီး ဖတ္ၿပီး 
ေျဖပါ။ I

반장님,	모니카예요.	오늘	너무	아파서	회사에	못	갑니다.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프고	계속	설사를	했어요.	

어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	아직도	아파요.	오늘	아침에는	열도	나서	오늘은	쉬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ခါင္းေဆာင္၊ မိုနီခါပါ။ ဒီေန႕ အရမ္းေနမေကာင္းျဖစ္ေနလို႕ အလုပ္ မလာနိုင္ဘူး။ မေန႕က ညေနကစၿပီး 
ဗိုက္က ေအာင့္ၿပီး ဆက္တိုက္ ဝမ္းသြားေနတယ္။ မေန႕က ေဆးဆိုင္မွ ေဆး ဝယ္ေသာက္ထားေပမဲ့ အခုထ ိ
မသက္သာေသးဘူး။ ဒီေန႕ မနက္မွာ ကုိယ္ပူလာလုိ႕ ဒီေန႕ေတာ့ နားမလားလုိ႕ပါ။ အားနာပါတယ္။  

  김  지  수  	님
	 ဂင္ဂ်ီဆ
	 용법	:	 		하루					3				회				2	 일분
 ေဆးေသာက္ရန္    တစ္ေန႕ ၃ၾကိမ္၊ ၂ရက္စာ

	 အညႊန္း	 		매	식후					30    분	 복용
  အစာစားၿပီး မိနစ္ ၃၀ ျခားၿပီး ေသာက္ရန္ 

	 	 							1				회				1				포씩	 복용
  တစ္ခါေသာက္ တစ္ထုတ္	 	

2014  년			6 월		12일
၂ဝ၁၄ ခုႏွစ္၊ ဇြန္လ (၁၂)ရက္

내복약	ေသာက္ေဆး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③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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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③			3.	④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 အေျဖကုိေရြးပါ။ 

1.		
스트레스가	심하면	잠을	잘	못	자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쌓인	스트레스는	꼭	

																						합니다.

စိတ္ဖိစိးမႈမ်ားလာရင္ မအိပ္နိုင္တာျဖစ္ေစ ေခါင္းကုိက္တာမ်ဳိးျဖစ္တတ္ပါတယ္။ ဒါေၾကာင့္ ပံုေနေသာ စိတ္ဖိစီး 
မႈေတြကုိ မျဖစ္မေန ေျဖေဖ်ာက္ရပါမယ္။

	 ①	받고	 ②	풀고	 ③	받아야		 ④	풀어야

2.

	

어젯밤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서	같이	사는	친구와	급하

게																					로	갔습니다.

မေန႕ ညက ရုတ္တရက္ၾကီး ဗိုက္ကအရမ္းေအာင့္ခဲ့တယ္။ ေဆးရုံတံခါးပိတ္ခ်ိန္ျဖစ္တဲ့အတြက္ အတူေနတဲ့ 
သူငယ္ခ်င္းနဲ႕ အေရးေပၚကုိ သြားခဲ့တယ္။

	 ①	상담실	 ②	사무실	 ③	응급실	 ④	휴게실

3.	다음	약	봉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အာက္ပါ စာအိတ္နဲ႕ ပတ္သက္ၿပီးရွင္းလင္းခ်က္အေနနဲ႕ မွန္တာကဘာလဲ။ 

복용법  ေဆးေသာက္ရန္ အညႊန္း
1일							3		회						3			일분
တစ္ေန႕ ၃ၾကိမ္ ၃ရက္စာ 
1회							1		포(정)	တစ္ခါေသာက္ တစ္အိတ္(ပံုမွန္) 
□식후	30분	 □식간	 □식후	즉시
စားၿပီး မိနစ္ ၃၀ အစားအစာ တစ္ခ်ိန္ႏွင့္ တစ္ခ်ိန္ၾကား  စားၿပီးၿပီးခ်င္း 
□식전	30분	 □취침	전	 □시간마다
အစာမစားမီ မိနစ္ ၃၀  အိပ္ရာမဝင္ခင္   တစ္နာရီၾကား 
□아침	점심	저녁		표시대로	복용	 
 မနက္၊ ေန႕လည္၊ ညေန ျပထားတဲ့ အတိုင္း ေသာက္သံုးရန္

즐거운 약국

	 ①	세	번	먹을	약이	들어	있습니다.	

				②	저녁에	먹는	약은	따로	있습니다.	

				③	밥을	먹고	바로	약을	먹어야	합니다.

				④	이	약은	하루에	세	번씩	먹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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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အာက္ပါ စကားမ်ားကေတာ့ ရီဟန္ နွင့္ထူအန္းတို႕ႏွစ္ေယာက္ရဲ႕အျပန္အလွန္စကားမ်ားျဖစ္ပါ
တယ္။ အရင္ဆံုး သူတို႕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27 어디가 아프십니까?
ဘယ္ေနရာက ေနလို႕မေကာင္းတာလဲ။ 

정답 		1.	발목이	아파요.		2.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요.

리한	 	투안	씨,	걷는	게	왜	그래요?	
 ထူအန္း၊ လမ္းေလွ်ာက္တာ ဘယ္လုိျဖစ္တာလဲ။

투 안	 	발목이	좀	아파요.	
 ေျခက်င္းဝတ္က နည္းနည္း နာတယ္။

리 한	 	발목을	삔	거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	보세요.	

  ေျခေထာက္ေခါက္တာမဟုတ္ဘူးလား။  
ျမန္ျမန္ေဆးရံု သြားျပပါ။ 

투 안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ဒီ အနီးအနားမွာ ေဆးရံု ရိွလား။ 

리 한	 	지하철역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မေအာက္ရထားဘူတာ အနီးမွာ အရိုးအထူးကုဌာန ရိွတယ္။ 

투 안	 	내일	아침에도	아프면	가	볼게요.	고마워요.	
  မနက္ျဖန္မနက္အထိ နာေနရင္ သြားၾကည့္မယ္။ ေက်းဇူးပဲေနာ္။ 

게	

것이	=	게	(ၾကိယာ)(ၾကိယာ) 
“ရတာ”ဟာမ်ားေသာအားျဖင့္ 
စကားေျပာမွာအသုံးျပဳတယ္။
·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ကုိရီးယား အစားအစာကို 
ျပဳလုပ္ရတာ ခဲယဥ္းတယ္။ 

·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ရကုိအမ်ားၾကီး ေသာက္တာ 
က်န္းမာေရးအတြက္ 
ေကာင္းတယ္။ 근처에 အနီးအနားမွာ

·	우리	집	근처에	식당이		

많아요.

  ငါတို႕ အိမ္နားမွာ 
စားေသာက္ဆုိင္ မ်ားတယ္။

·	회사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ကုမၸဏီနားမွာ ဘဏ္ရိွ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1.	투안	씨는	어디가	아파요?	ထူအန္း ဘယ္ေနရာက နာတာလဲ။

2.	정형외과가	어디에	있어요?	အရိုးအထူးကုဌာနက ဘယ္မွာရိွတာ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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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ရာဂါအေျခအေနေျပာျခင္း 
ေရာဂါလကၡဏာအေၾကာင္းအေမးအေျဖ 

□သဒၵါ  -(으)면,	-ㅂ/습니까,	-ㅂ/습니다

□ေဝါဟာရ  ေဆးရံု၊ ေဆးကုသ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လုပ္သမားစင္တာ ေဆးကုသမႈ လမ္းညႊန္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85



ေဆးရံုနဲ႕ ပတ္သက္တဲ့ ေဝါဟာရေတြ ရွာေဖြၾကည့္ရေအာင္။ 

내과
ကုိယ္တြင္းေရာဂါကုဌာန/ 

ေဆး၀ါးကုသမႈဌာန

치과
သြားႏွင့္ခံတြင္းဌာန 

정형외과
အရိုးအထူးကုဌာန 

안과
မ်က္စိအထူးကုဌာန

이비인후과
နား၊ႏွာေခါင္း၊လည္ေခ်ာင္း 

ဌာန 

산부인과
သားဖြားမီးယပ္ဌာန

피부과
အေရျပားအထူးကုဌာန 

소아과
ကေလးအထူးကုဌာ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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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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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②     ㉡

③     ㉢

④     ㉣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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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기에  내과에 가 보세요. 

2) 얼굴에 뭐가  피부과에 가 보세요.

3) 다리가  정형외과에 가야 해요.

보기 나다                        걸리다                        부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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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ပုံကုိၾကည့္ၿပီးသင့္ေတာ္ေသာ အသုံးအႏႈန္းနဲ႕ တဲြပါ။ 

①

②

③

④

㉠

㉡

㉢

㉣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ဖၾကည့္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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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병원 ေဆး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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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으)면’ သုံး၍ ေပးထားေသာ ဥပမာေတြထဲက မွန္ေသာ အသုံးအႏႈန္းကုိ ေရြးၿပီး ကြက္လပ္ျဖည့္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감기에																																						내과에	가	보세요.

2)	얼굴에	뭐가																																						피부과에	가	보세요.

3)	다리가																																						정형외과에	가야	해요.

나다	 	 	 	 	 걸리다	 	 	 	 	 부러지다

ဒီသဒၵါကေတာ့ အေျခအေနကိုေဖာ္ျပေသာ စကားဆက္ျဖစ္ပါတယ္။ သူကေတာ့ ျပဳ/ျဖစ္ျခင္းျပ ႀကိယာ၊ 
ဂုဏ္ရည္ျပႀကိယာ နွစ္မ်ိဳးလံုးနွင့္ တဲြသံုးနိုင္သည္။ 

자음	(ဗ်ည္း)	→	-으면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면

읽다	→	읽으면
만나다	→	만나면

살다	→	살면

·	가:	머리가	좀	아프네요.	ေခါင္း နည္းနည္း ကုိက္ေနတယ္။
	 나:	많이	아프면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အရမ္း ကိုက္ေနရင္ ေစာေစာ ျပန္နားပါ။
·	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အခ်ိန္ ရွိရင္ အတူ ရုပ္ရွင္ ၾကည့္ဖုိ႔ သြားမလား။
	 나:		좋아요.	요즘	무슨	영화가	재미있어요?	ေကာင္းသားပဲ။ အခုတေလာ ဘာ ရုပ္ရွင္က ေကာင္းသလဲ။

‘ㅂ’ အသတ္ျဖင့္ ဆံုးေသာ ‘춥다 (ေအးသည္)’, ‘덥다 (ပူသည္)’, ‘맵다 (စပ္သည္)’ တို႕နွင့္ တဲြသံုးတဲ့ 
အခါက်ရင္ေတာ ‘추우면,		더우면,	매우면’ ကဲ့သို႕ ပံုစံုေျပာင္းသံုးရတယ္။

·	더우면	에어컨을	켜세요. ပူရင္ အဲရားကြန္း ဖြင့္ပါ။
·	음식이	매우면	말씀하세요.	အစားအေသာက္ စပ္ရင္ ေျပာပါ။
·	가:	사무실이	춥네요.	ရံုးခန္းက ေအးတယ္ေနာ္။
	 나:	추우면	문을	닫을까요? ေအးရင္ တံခါးပိတ္လိုက္ရမလား။

‘-(으)면’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၀ါက်ေတြကုိ ျပီးေအာင္ ျဖည့္ၾကည့္ရေအာင္။

정답 		1)	걸리면		2)	나면		3)	부러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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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1  သဒၵါ ၁ -(으)면 G27-1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아무거나	잘	먹어요.	ဘာျဖစ္ျဖစ္ ေကာင္းေကာင္းစားတယ္။

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ၾကိဳက္ႏွစ္သက္တဲ့ ကိုရီးယားအစားအစာက ဘာလဲ။ 
나:	아무거나 잘 먹어요.	ဘာျဖစ္ျဖစ္ ေကာင္းေကာင္းစား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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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အန္း ေဆးရံုသြားခဲ့တယ္။ အရင္ဆံုး ထူအန္းနဲ႕ ဆရာဝန္နဲ႕ ေျပာတဲ့ စကားေတြကို 
ႏွစ္ၾကိမ္နားေထာင္ပါ။

의 사	 	어디가	아프십니까?	
 ဘယ္ေနရာကနာတာလဲ။(ဘာျဖစ္တာလဲ။) 

투 안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မေန႕က ေလွကားကေန ျပဳတ္က်ၿပီး ေျခက်င္း၀တ္ကုိ 

ထိခုိက္မိတယ္။ 

의 사	 	어디	봅시다.	여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ၾကည့္ရေအာင္၊ ဒီေနရာကုိ  ႏိွပ္ရင္ ဘယ္လုိေနလဲ။ 

투 안	 	아,	너무	아파요.	
  အား၊ အရမ္း နာတယ္။ 

의 사	 	발목을	삐었네요.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ခဆစ္လြဲသြားတာပါ၊ ေသာက္ေဆးနဲ႕ ကပ္ေဆးပလာစတာ 
ေပးလုိက္မယ္။ ဒါနဲ႕ ေျခဆစ္လြဲေနခ်ိန္မွာ လမ္းအမ်ားၾကီး 
မေလွ်ာက္ဘဲ ထုိင္ၿပီး နားရပါမယ္။ ေနာက္ၿပီး ၾကပ္ထုပ္လည္း 
ထုိးေပးရင္ ေကာင္းတယ္။ 

투 안	 	네,	알겠습니다.	
 အိုေက၊ သိပါၿပီ။ 

어디	봅시다	မွန္းစမ္း

ၾကည့္ရေအာင္။တစ္စုံတစ္ခုကုိ 

မ်က္လုံးနဲ႕ ၾကည့္ၿပီး စစ္ရမယ့္ 

အေနအထားမွ ာ သုံးတယ္။ 

·	어디	봅시다.	열이	많이		

나네요.

  ၾကည့္ရေအာင္၊ 
ကုိယ္ေတြအရမ္းပူေနတာပဲ။

·	어디	봅시다.	그림을	참		

잘	그렸네요.

  မွန္းစမ္းၾကည့္ရေအာင္၊ 
ပံုေကာင္းေကာင္း 
ဆဲြတတ္တာပဲ။

ထူအန္းနဲ႕ ဆရာဝန္နဲ႕ ေျပာတဲ့ စကားေတြကို နားေထာင္ပါ။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1.	투안	씨는	왜	발목을	다쳤어요? ထူအန္းက ဘာေၾကာင့္ ေျခေထာက္ ထိခိုက္မိတာလဲ။ 

2.	발목이	다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ခက်င္းဝတ္ ထိခိုက္မိတဲ့အခါ ဘယ္လိုလုပ္ရမလဲ။ 

정답 		1.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2.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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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86

그런데 ဒါနဲ႕စကားမစပ ္
အေနာက္က အေၾကာင္းအရာကုိ 
ေျပာင္းေျပာခ်င္တ့ဲအခါ သုံးတယ္။
·	리한	씨,	어제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리한	씨		
동생은	요즘	뭐	해요?

  ရီဟန္၊ မေန႕က ကူညီေပး 
တဲ့အတြက္ ေက်းဇူးတင္ပါတယ္။ 
ဒါနဲ႕ ရီဟန္႕ညီေလးေကာ 
အခုတေလာ ဘာေတြ 
လုပ္ေနလဲ။

·	나는	늦게	잠을	자요.		
그런데	내	방	친구는		
일찍	자요.

  ငါကေတာ့ ေနာက္က်မ ွ
အိပ္တယ္။ ဒါနဲ႕ ငါ အခန္း 
ေဖာ္ကေတာ့ ေစာေစာ 
အိပ္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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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ဆးကုသမႈဆိုင္ရာ အသံုးအနႈန္းမ်ားကို ရွာၾကည့္ရေအာင္။ 

치료를	하다
ေဆးကုသည္။ 

수술하다
ခဲြစိတ္သည္။ 

주사를	맞다
 ေဆးထိုးသည္။ 

약을	먹다
ေဆးေသာက္သည္။ 

소독을	하다
ပိုးသတ္သည္။ 

밴드를	붙이다
ပလာစတာကပ္သည္။ 

연고를	바르다
လိမ္းေဆးလိမ္းသည္။ 

파스를	붙이다
 ကပ္ေဆးပလာစတာ ကပ္သည္။

찜질을	하다
ေရခဲအိတ္၊ ေရေႏြးအိတ္ကပ္သည္။ 

붕대를	감다
ပတ္တီးစည္းသည္။ 

주무르다
ႏိွပ္သည္။ 

깁스를	하다
 ေက်ာက္ပတ္တီးစည္းသည္။ 

보기 					소독을	하다					붕대를	감다					주사를	맞다					찜질을	하다					주무르다					파스를	붙이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နဲ႕ ကိုက္ညီေသာ အသံုးကို(ဥပမာ)ထဲက ေရြးၿပီး 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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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

① 주사를 맞았습니다    

②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2) 가: 발목을 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

①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② 정형외과에 가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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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

5)

3)

6)

소독을 하다 주사를 맞다 주무르다              

붕대를 감다 찜질을 하다 파스를 붙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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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

① 주사를 맞았습니다    

②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2) 가: 발목을 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

①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② 정형외과에 가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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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

5)

3)

6)

소독을 하다 주사를 맞다 주무르다              

붕대를 감다 찜질을 하다 파스를 붙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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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ဖၾကည့္ပါ။ 

정답 		1)	소독을	하다		2)	붕대를	감다		3)	주사를	맞다		4)	파스를	붙이다		5)	찜질을	하다		6)	주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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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စကားေျပာ ၂ 치료 ေဆးကုသ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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ၾကိယာ သို႔မဟုတ္ ဂုဏ္ရည္ျပၾကိယာနဲ႔ တြဲျပီး ဝါက်အဆံုးသတ္အေနနဲ႔ သံုးတဲ့ ယဥ္ေက်းတဲ့ အသံုးျဖစ္ပါတယ္။ 
အစည္းအေဝး သို႔မဟုတ္ လူအမ်ားေရွ႕မွာ ေျပာဆုိတဲ့အခါ၊ သတင္းပို႔တဲ့အခါ စသည္ျဖင့္ အမ်ားနဲ႔ သက္ဆုိင္တဲ့ 
ေနရာေတြမွာ ေမးျမန္း/ရွင္းျပတဲ့အခါ သံုးပါတယ္။  

자음	(ဗ်ည္း)	→	-습니까, -습니다 모음	(သရ ),	자음	(ဗ်ည္း)	‘ㄹ’	→	-ㅂ니까, -ㅂ니다

먹다	→	먹습니까?			먹습니다
만나다	→	만납니까?			만납니다

만들다	→	만듭니까?			만듭니다	

·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ဘာကိစၥနဲ႕ လာပါသလဲ၊(ဘာကူညီေပးရမလဲ)။
				나:	감기에	걸려서	왔습니다.	 အေအးမိသြားလို႕ လာခဲ့ပါတယ္။
·		지금부터	다음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အခုခ်ိန္ကစၿပီး ေနာက္အစည္းအေဝး အခ်ိန္ဇယားကို တင္ျပပါ ့့မယ္။ 

နာမ္နဲ႔ တြသုံဲးလုိ႕လဲရတယ္။ နာမ္နဲ႕ တြသုံဲးတ့ဲအခါ ေနာက္မွာ ျဖစ္သည္ ဆုိတာေတာ့ ထည့္ေပးရမယ္။ ‘N+입니다’.
·	저분이	우리	사장님입니다.	ထိုသူသည္ ငါတို႕ သူေဌးျဖစ္ပါတယ္။
·	제	고향은	양곤입니다.	ကၽြန္ေတာ့္ ဇာတိကေတာ့ ရန္ကုန္ ျဖစ္ပါတယ္။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ၿပီး အေျဖမွန္ေရြးပါ။

1)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ဘာကိစၥနဲ႕လာပါသလဲ။ 

나:																																																																							.	

					①	주사를	맞았습니다	 	 ②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2)	
가:	발목을	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ခဆစ္လြသဲြားရင္ ဘာလုပ္ရမလဲ။

나:																																																																							.	

					①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②	정형외과에	가	보는	게	좋습니다

‘-ㅂ/습니까,	-ㅂ/습니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၀ါက်ေတြကုိ ျပီးေအာင္ ျဖည့္ၾကည့္ပါ။

정답 		1)	②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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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 정보		ႏိႈင္းယွဥ္ခ်က္

‘-ㅂ/습니까’	& ‘-ㅂ/습니다’ ကေတာ့ အသတ္ပါျခင္း မပါျခင္းအေပၚ မူတည္ျပီး ခြဲျခားသံုးရျခင္းက ျမန္မာစကားနဲ႔ 
အၾကီးမားဆံုး ကြာျခားခ်က္ၾကီးပါပဲ။ ေမးခြန္းအဆံုးသတ္နဲ႔  ရိုးရိုးဝါက် အဆံုးသတ္ မတူၾကတာကေတာ့ 
ျမန္မာစကားမွာလည္း ရွိပါတယ္။ 

문법 2  သဒၵါ ၂ -ㅂ/습니까, -ㅂ/습니다 G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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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ဥပမာလုိမ်ိဳး စကားေျပာၾကည့္ပါ။ 

정답 		1)	가:	배가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2)	가:	다리가	부러지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나:	내과에	가야	합니다.	 				나: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3)	가:	눈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4)	가:	얼굴에	뭐가	나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나:	안과에	가야	합니다.	 				나: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25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1)  

2)

3)  

4)

1.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Creat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목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나: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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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လည္ေခ်ာင္း နာရင္ ဘယ္ကုိ သြားရမလဲ။ 

나: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နား၊ ႏွာေခါင္း၊ လည္ေခ်ာင္းဌာနကုိ သြားရမယ္။

1)

2)

3)

4)

ကိုယ္တြင္းေရာဂါကုဌာန/ေဆး၀ါး
ကုသမႈဌာန

အရိုးအထူးကုဌာန 

မ်က္စိအထူးကုဌာန 

အေရျပားအထူးကုဌာန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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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센터 진료 안내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စင္တာ ေဆးကုသေပးျခင္း လမ္းညႊန္

서울	시내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7개의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뿐만	아니라	한방진료나	종합

검진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외국인	근로자	센터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ဆိုးလ္ၿမိဳ႕က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စင္တာမွာလည္း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အတြက္ က်န္းမာေရး  
ဝန္ေဆာင္မႈမ်ား လုပ္ေပးေနပါသည္။ ဆိုးလ္ၿမိဳ႕ထဲမွာ ရိွတဲ့ နို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စင္တာ ၇ခုမွာေတာ့ 
ကိုယ္တြင္းေရာဂါကုဌာန/ေဆးဝါးကုသမႈဌာန၊ နား၊ ႏွာေခါင္း၊ လည္ေခ်ာင္း၊ သြားႏွင့္ ခံတြင္း သာမက 
တိုင္းရင္းေဆး၊ အေနာက္တိုင္းေဆး ေပါင္းၿပီး ကုသမႈမ်ား၊ အေထြေထြက်န္းမာေရး ေဆးစစ္မႈျခင္းမ်ားပါ 
လုပ္နိုင္ပါသည္။ နို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မည္သူမဆို စင္တာဧ။္ က်န္းမာေရး ဝန္ေဆာင္မႈကို ခံစားခြင့္ 
ရိွပါသည္။ 

센터명	
စင္တာ နာမည္

위치 
ေနရာ

진료일	 
ေဆးကုသရက္

의료지원	내용	 
ေဆးဘက္ဆုိင္ရာအေထာက္အပံ့

시설	
ဝန္ေဆာင္မုွဆုိင္ရာ

성동	 성동구	홍익동	147-22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내과,	치과	무료진료

수시	종합검진,	독감백신접종	
단독시설	

금천	 금천구	가산동	144-3	 수시
보건소,	병원	연계	여성외국인	부인과	검

진,	위생교육	및	위생용품,	구충제	지원	

가산종합

사회복지관	내	

은평	 은평구	녹번동	산28-6	 수시	
긴급	의료기관에	통역활동가	대동	지원,

건강검진	등	자원단체연계	진료	지원	

녹번종합

사회복지관	내	

강동	 강동구	성내동	508-1	 수시	 유방암	검진,	건강검진	
성내종합

사회복지관	내

성북	
성북구	하월곡동	

222-5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한방진료,	치과,	수시	종합건강검진	

월곡종합	

사회복지관	내	

양천	 양천구	목동	931	 매월	넷째	일요일	
한방진료,	이비인후과,	내과	등,	

수시	건강검진	

신목종합	

사회복지관	내	

서울	 영등포	당산동	6가	1-2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한방진료,	수시	보건소	등	연계	종합검진 단독시설	

응급	상황	시	도움	받을	곳	

အေရးေပၚ အေျခအေနျဖစ္ခ်ိန္ အကူအညီေတာင္းရမည့္ ေနရာ 

밤에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바로	119에	전화하면	됩니다.	119

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

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ညဘက္ ရုတ္တရက္ ေဆးရံုသြားရမယ္ဆိုရင္ ဘယ္ကို အကူအညီေတာင္းရမလဲ။ တန္းၿပီး ၁၁၉ကို ဖုန္း 
ဆက္ရပါတယ္။ ၁၁၉ကေတာ့ ၂၄နာရီ၊ ၃၆၅ရက္ အခ်ိန္မေရြး ေခၚလို႕ရပါတယ္။ ေနာက္ၿပီး ဒီေနရာမွာေတာ့ 
အဂၤလိပ္၊ တရုတ္စကား၊ ဂ်ပန္စကား၊ မြန္ဂိုစကား၊ ဗီယက္နမ္စကား စတဲ့ ဘာသာစကား ၅မ်ဳိးနဲ႕ က်န္းမာေရး 
ဆိုင္ရာ ေဆြးေႏြးမႈဆိုင္ရာ ဝန္ေဆာင္မႈကို ရယူနိုင္ပါတယ္။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Perhatikan gambar berikut dan pilihlah jawaban yang tepat.နားေထာင္ၿပီး ေမးခြန္း ႏွစ္ခုလုံးကုိ ေျဖပါ။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ဒီလူ ဘယ္ေနရာသုိ႕ သြားရမလဲ။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ဒီလူ ဘာလုပ္ေနတာလဲ။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ဒီလူ ဘာလုပ္ခဲ့လဲ။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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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안과      ② 소아과  

③ 정형외과  ④ 이비인후과

5.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① 수술을 해야 합니다.  ② 많이 걸어야 합니다. 

③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④ 집에서 찜질을 해야 합니다.

Track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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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ၾကာင္းအရာ တစ္ခုတည္းကုိ နားေထာင္ၿပီး ေမးခြန္း ႏွစ္ခုကို ေျဖ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ဒါ ဘယ္ေနရာလဲ။ 
	 ①	안과		 ②	소아과

	 ③	정형외과		 ④	이비인후과

5.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ယာက်္ားေလးက ဘာကုိ လုပ္ရမလဲ။
	 ①	수술을	해야	합니다.		 ②	많이	걸어야	합니다.

	 ③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④	집에서	찜질을	해야	합니다

Track 87

ေမးခြန္း ၁ကေန ၃ အထိ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ပါ။ 

အေၾကာင္းအရာ တစ္ခုတည္းကို နားေထာင္ၿပီး ေမးခြန္း  ႏွစ္ခုကို ေျဖ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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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내과에	가야	합니다.	ကုိယ္တြင္းေရာဂါကုဌာန/ေဆး၀ါးကုသမႈဌာနကုိ သြားရမယ္။

	 ②	남:	치과에	가야	합니다.	သြားႏွင့္ ခံတြင္းဌာနကုိ သြားရမည္။ 

	 ③	남: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အေရျပားဌာနကုိ သြားရမည္။ 

	 ④	남: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သြားဖြားမီးယပ္ ဌာနကုိ သြားရမည္။ 

2.	①	여:	연고를	바릅니다.	လိမ္းေဆးလိမ္းသည္။ ②	여:	약을	먹습니다.	ေဆးေသာက္သည္။

	 ③	여:	소독을	합니다.	ပိုးသတ္သည္။  ④	여:	파스를	붙입니다.	ပလာစတာ ကပ္သည္။ 

3.	①	남:	깁스를	했습니다.	ေက်ာက္ပတ္တီးစည္းသည္။  ②	남:	수술했습니다.	ခဲြစိတ္ခဲ့သည္။ 

	 ③	남:	주사를	맞았습니다.	ေဆးထိုးသည္။  ④	남:	붕대를	감았습니다.	ပတ္တီးစည္းခဲ့သည္။ 

4-5	 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ဘာကိစၥနဲ႕လာတာလဲ။(ဘာအကူအညီေပးရမလဲ။) 

	 남: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ခ်ာ္လဲၿပီး ေျခေထာက္ေခါက္သြားတယ္။ 

	 여:	어디	봅시다.	여기가	아픕니까?	မွန္းစမ္း ၾကည့္ရေအာင္၊ ဘယ္ေနရာက နာတာလဲ။ 

	 남:	아!	네.	အာ့၊ ဟုတ္။

	 여: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ခက်င္းဝတ္မွာ ကပ္ေဆးပလာစတာ ကပ္ၿပီး လမ္းအမ်ားၾကီး မေလွ်ာက္ပါနဲ႕။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နာက္ၿပီး အိမ္မွာ ၾကပ္ထုပ္ထုိးရပါမယ္။ 

듣기 대본  စာသား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စကားေျပာမ်ား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တာကုိ ေရြးပါ။ 

	 여자는	대화	후에	무엇을	할	겁니까?	မိန္းကေလးက စကားအၿပီးမွာဘာကုိ လုပ္လိမ့္မလဲ။ 

	 ①	집에	가서	쉽니다.	 	 ②	약을	먹고	계속	근무합니다.

				③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갑니다.	 ④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정답 		1.	②		2.	①		3.	③		4.	③		5.	④

남:	수지	씨,	근무	시간에	어디에	갔다	왔어요?	ဆူဂ်ီ၊ အလုပ္ခ်ိန္မွာ ဘယ္သြားၿပီး ျပန္လာတာလဲ။ 

여:		죄송해요,	반장님.	점심	먹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휴게실에서	좀	쉬었어요.		 	

ေဆာရီးပါ ဆရာ၊ ေန႕လယ္စာ စားၿပီး ရင္ထဲမေကာင္းလုိ႕ နားေနခန္းထဲမွာ နည္းနည္း နားေနတာပါ။ 

남:		많이	아프면	일찍	들어가서	약	먹고	좀	쉬도록	해요.		 	
အရမ္း မေကာင္းရင္ ေစာေစာျပန္ၿပီး ေဆးေသာက္ၿပီး နည္းနည္း အနားယူလုိက္ပါ။ 

여:	네,	반장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ဟုတ္ကဲ့၊ ဆရာ၊ အဲသလုိလုပ္ပါ့မယ္။ ေက်းဇူးတင္ပါတယ္။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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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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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목이	너무	아파요.	လည္ေခ်ာင္း အရမ္း နာတယ္။ 

나:			목이		 						이비인후과에	가	보세요.		

လည္ေခ်ာင္း နာရင္ နား၊ႏွာေခါင္း၊ လည္ေခ်ာင္းဌာန သြားၾကည့္ပါ။ 

					①	아파서	 ②	아프고	 ③	아프면	 ④	아픈	후에

4.
	

집에서	요리를	했는데	손을	데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

အိမ္မွာ ဟင္းခ်က္ၿပီး လက္ အပူေလာင္ခဲ့တယ္။ ဒါ့ေၾကာင့္ လိမ္းေဆး လိမ္းၿပီး ပလာစတာကုိ ကပ္ခဲ့တယ္။ 

					①	붙였습니다	 	 ②	먹었습니다	

					③	찍었습니다	 	 ④	주물렀습니다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ကုိ ေျဖပါ။ 

					

          <진료 시간> <ေဆးကုသခ်ိန္/လူနာၾကည့္ခ်ိန္>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ၾကားရက္- မနက္ ၁၀နာရီ-ညေန၆နာရီ 	

(점심	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န႕လည္စာစားခ်ိ န္- မြန္းလဲြ ၁နာရီ- ၂နာရီ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စေန- မနက္ ၁၀နာရီ-မြန္းလဲြ နာရီ။ 

일요일,	공휴일:	휴진	တနဂၤေႏြ၊ ရံုးပိတ္ရက္-ပိတ္တယ္။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ဆးကုသမႈ ခံယူႏိုင္တဲ့ အခ်ိန္က ဘယ္ေတာ့လဲ။

					①	월요일	오후	7시	 	 ②	목요일	오전	9시

					③	토요일	오전	11시	 	 ④	일요일	오후	12시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 ျဖစ္ပါတယ္။ သင္ထားတာေတြကို 
အသံုးခ်ၿပီး ေျဖၾကည့္ပါ။ 

ေမးခြန္း ၃နဲ႕ ၄ကေတာ့ သင့္ေတာ္ေသာ စာလုံးေရြးေပးရမွာ ျဖစ္ပါတယ္။ ေမးခြန္း ၅ကေတာ့ စာပုိဒ္ကုိ 
ဖတ္ၿပီး အေျဖမွန္ ေရြးေပးရမွာျဖစ္ပါတယ္။ သင္ထားတာေတြကို အသံုးခ်ၿပီးေျဖၾကည့္ပါ။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①		5.	③328  27 어디가	아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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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안과에 가야 합니다.

  ② 치과에 가야 합니다.

  ③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④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2.  ① 수술하고 있습니다.

  ②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③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④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목이 너무 아파요.

 나: 목이  이비인후과에 가 보세요.

① 아파서 ② 아프고      ③ 아프면 ④ 아픈 후에

4. 집에서 요리를 했는데 손을 데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

① 붙였습니다  ② 먹었습니다  

③ 찍었습니다        ④ 주물렀습니다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① 월요일 오후 7시   

② 목요일 오전 9시 

③ 토요일 오전 11시  

④ 일요일 오후 12시

<진료 안내>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일요일, 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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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စာေၾကာင္းကို ေရြးပါ။ 

1. 2.①	안과에	가야	합니다.

②	치과에	가야	합니다.

③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④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①	수술하고	있습니다.

②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③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④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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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③			3.	①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အသုံးကို ေရြးပါ။ 

	 ①	방을	쓸고	있어요.

	 ②	빨래를	개고	있어요.

	 ③	먼지를	털고	있어요.

	 ④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ထည့္ရန္ အသင့္ေတာ္ဆံုးေသာ အရာကုိ ေရြးပါ။ 

		
저는	보통	퇴근하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시내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을	겁니다.

ကြ်န္ေတာ္ကေတာ့ ပံ ုမွန္ အလုပ္ကျပန္ရင္ အိမ္မွာ ညေနစာကို စားပါတယ္။ ဒါေပမဲ့ ဒီေန႕ေတာ့ ၿမိဳ႕ထဲမွာ 
ေမြးရပ္ေျမက သူငယ္ခ်င္းနဲ႕ ေတြ႕ၿပီး အတူတူ ညေနစာစားပါမယ္။ 

	 ①	그리고	 ②	그래서	 ③	그런데	 ④	그러므로

3.	다음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အာက္ေဖာ္ျပပါ ေၾကညာစာနဲ ႔ပတ္သက္တဲ့ ရွင္းျပမႈအေနနဲ႕ မွန္တာက ဘယ္ဟာလဲ။ 

	

<진료	시간> <ေဆးကုသခ်ိန္>

✽평일：9:30~18:00	ၾကားရက္: 9: 30 ~ 18: 00
			점심시간 :	12:00~13:30 ေန႕လယ္စာ စားခ်ိန္္: 12:00 ~ 13:30
✽토요일：9:30~12:00	စေန: 9:30 ~ 12:00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တနဂၤေႏြေန႕နဲ႕ အစိုးရရံုးပိတ္ရက္ကေတာ့ နားရက္ျဖစ္ပါတယ္။ 

한마음	정형외과	ဟန္မာအြမ္း အရိုးအထူးကုဌာန

	 ①	토요일에는	오전에	가야	합니다.

	 ②	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열두	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점심시간입니다.

	 ④	아침	아홉	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8  27 어디가	아프십니까?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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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집안일 Household chores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사를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

1) 가: 옷을 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나: 그래요? 그럼 제가 다려 줄게요.

2) 가: 세탁세제를 벌써 다 썼어요.

 나: 그래요? 빨래를 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3) 가: 왜 항상 밖에서 밥을 사 먹어요?

 나: 저는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 먹어요.

문법 2 -는 것

- 는 것 attached to a verb, is used as 
one of the verbal noun forms. 

장을 보다 밥을 하다(짓다) 음식을 만들다 설거지를 하다
to go grocery shopping to cook rice to cook to do the dishes

빨래를 하다 세탁기를 돌리다 빨래를 널다 빨래를 걷다
to do laundry to run the washer to hang out the wash to bring in laundry

밥솥 냄비 프라이팬 주방세제
rice cooker pot frying pan dishwasher detergents

옷을 다리다 옷을 개다 세탁세제 다리미
to iron clothes to fold clothes detergent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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ရီဟန္က ဘဏ္ကိုသြားခဲ့တယ္။ အရင္ဆံုး ရီဟန္နဲ႕ဘဏ္ဝန္ထမ္းတို႕ရဲ႕အျပန္အလွန္စကား 
မ်ားက ႏွစ္ၾကိမ္ နားေထာင္ၿပီး လိုက္ဆိုပါ။ 

은행원	 	어떻게	오셨습니까?	 ဘာကိစၥနဲ႕လာပါသလဲ၊(ဘာကူညီေပးရမလဲ။) 

리   한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ဘဏ္စာအုပ္လုပ္ဖုိ႕ လာခဲ့တာပါ။ 

은행원	 	신분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သက္ေသခံကတ္ျပား ယူလာပါသလား။ 

리   한	 	여권도	괜찮지요?	

 နိုင္ငံကူးလက္မွတ္ေကာ ရတယ္မဟုတ္လား။ 

은행원	 	그럼요.	여기	신청서를	쓰고	서명하세요.	

  ဒါေပ့ါ၊ ဒီမွာ ေလွ်ာက္လႊာ ေရးၿပီး လက္မွတ္ထုိးပါ။ 

리   한	 	여기	다	썼어요.	ဒီမွာ အားလုံး ေရးၿပီးၿပီ။ 

은행원	 	체크카드도	만들어	드릴까요?		
  ဘဏ္ကတ္ေကာ လုပ္ေပးလုိက္ရမလား။ 

리   한	 	네,	만들어	주세요.	 ဟုတ္ကဲ့၊ လုပ္ေပးပါ။ 

괜찮지요? ရတယ္မဟုတ္လား။ 
တစ္ဖက္သားရဲ႕ သေဘာတူမႈကုိ 
ေတာင္းခံတဲ့အခါ သုံးပါတယ္။
·	회식	장소가	회사	앞	한국		
식당이에요.	괜찮지요?

  ကုမၸဏီ ညစာစားပဲြ ေနရာက 
ကုမၸဏီေရွ႕က ကိုရီး ယားစား 
ေသာက္ဆိုင္ပါ။ ျဖစ္တယ္မဟုတ္လား။ 

·사과	주스가	없어서	파인애						
			플	주스를	샀는데	괜찮지요?
  ပန္းသီးအခ်ဳိရည္မရိွလုိ႕ 

နာနတ္သီးအခ်ိဳရည္ ဝယ္လာတာ 
ရတယ္မဟုတ္လား။ 

그럼요 ဒါေပါ ့

‘물론이에요’	နဲ႕ 
လဲသုံးလုိ႕ရတယ္။

·	가:	축구를	좋아해요?

  ေဘာလုံးပြ ဲၾကိဳက္လား။

	 	나:	그럼요.

  ဒါေပါ ့။ 

28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ဘဏ္စာအုပ္လုပ္ဖို႕ လာတာပါ။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1.	리한	씨는	왜	은행에	갔어요?	ရီဟန္က ဘာေၾကာင့္ ဘဏ္ကုိ သြားခဲ့တာလဲ။

2.	리한	씨는	체크카드를	만들	거예요?	ရီဟန္က ဘဏ္ကတ္ကုိ လုပ္မွာလား။

정답 		1.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갔어요.		2.	네,	체크카드를	만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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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ရည္ရြယ္ခ်က္မ်ား ရွင္းျပျခင္း၊   
တစ္ခုခုလုပ္ရန္ အမ်ိဳးမ်ိဳးေသာနည္းလမ္းမ်ားကို ေဖာ္ျပျခင္း၊

□သဒၵါ  -(으)려고,	-(으)면	되다

□ေဝါဟာရ  ဘဏ္၊ ဘဏ္လုပ္ငန္း/ATM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အတြက္ဘဏ္ဝန္ေဆာင္မႈဆုိင္ရာ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88



ဘဏ္နဲ႕ ပတ္သက္ေသာ ေဝါဟာရေလးေတြရွာၾကည့္ရေအာင္။ 

창구
ေကာင္တာ 

통장
ဘဏ္စာအုပ္ 

신분증
သက္ေသခံကတ္ျပား 

계좌	번호
ဘဏ္အေကာင့္ နံပါတ္ 

주소
လိပ္စာ 

서명
လက္မွတ္ 

비밀번호
လွ်ိဳ႕ဝွက္နံပါတ္ 

인터넷뱅킹
အင္တာနက္ ဘဏ္ဝန္ေဆာင္မႈ 

체크카드
ဘဏ္ကတ္ 

신용카드
ခရက္ဒစ္ကတ္ 

•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အင္တာနက္ဘဏ္ဝန္ေဆာင္မႈစနစ္ကို သံုးရင္ 
အဆင္ေျပေခ်ာေမြ႔တယ္။ 

•	은행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세요.	
ဘဏ္သြားတ့ဲအခါမွာေတာ့ မွတ္ပုံတင္ကုိ ယူသြားပါ။  

•	비밀번호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လွ်ိဳ႕ဝွက္နံပါတ္က ေမ့သြားလုိ႕ မရဘူး။ 

အေပၚက ေ၀ါ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မးခြန္းေလးေတြ ေျဖ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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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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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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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왜 한국에 왔어요? 

 나: .

① 한국어를 공부하고 왔어요

②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왔어요

2)  가: 뭘 이렇게 많이 샀어요?

 나: .

① 불고기를 만들면 고기하고 채소를 샀어요

② 불고기를 만들려고 고기하고 채소를 샀어요

보기 창구                      신분증                      체크카드                      통장      

1)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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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နွင့္ ကုိက္ညီေသာအသုံးအႏႈန္းကုိ ဥပမာထဲကေရြးၿပီးထည့္ပါ။ 

1)

2)

3)

4)

보기

창구

신분증

체크카드

통장

정답 		1)	창구		2)	통장		3)	체크카드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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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은행 ဘဏ္



332  28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ၿပီး အေျဖမွန္ကိုေရြးပါ။

1)	
가:	왜	한국에	왔어요?	ဘာေၾကာင့္ကုိရီးယားသုိ႕ လာခ့ဲတာလဲ။

나:																																																																							.	

					①	한국어를	공부하고	왔어요	 ②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왔어요

2)	
가:	뭘	이렇게	많이	샀어요?	ဘာေတြ ဒီေလာက္ အမ်ားၾကီး ဝယ္လာတာလဲ။

나:																																																																							.	

					①	불고기를	만들면	고기하고	채소를	샀어요	 ②	불고기를	만들려고	고기하고	채소를	샀어요

ဒီအသံုးကေတာ့ တစ္စံုတစ္ခုကို လုပ္ေဆာင္လိုေသာ ရည္ရြယ္ခ်က္ကို ေဖာ္ျပတဲ့အခါမွာ သံုးတယ္။ ၾကိယာနဲ႕ 
ပဲတဲြတယ္။ 

자음	(ဗ်ည္း)	→	-으려고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려고

먹다	→	먹으려고

읽다	→	읽으려고

사다	→	사려고

만들다	→	만들려고

·		가:	어떻게	오셨어요?	ဘာကူညီေပးရမလဲ။
				나: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려고	왔어요.	ကိုရီးယားဘာသာစကား သင္တန္း ေလွ်ာက္မလို႔ လာတာပါ။
·	가:	모니카	씨,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မုိနီခါ၊ ေပါင္မုန္႔ကို ဘာလုိ႔ ဒီေလာက္ အမ်ားၾကီး ဝယ္ခဲ့တာလဲ။
					나: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많이	샀어요.	သူငယ္ခ်င္းေတြနဲ႔ အတူ စားမလုိ႔ အမ်ားၾကီး ဝယ္ခဲ့ပါတယ္။

‘-(으)려고’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၀ါက်ေတြကုိ ျပီးေအာင္ ျဖည့္ၾကည့္ရေအာင္။

정답 			1)	②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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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려고’ ႏွင့ ္‘-(으)러’

‘-(으)려고’ နဲ႔ ‘-(으)러’ ကေတာ့ ရည္ရြယ္ခ်က္ကို ေဖာ္ျပတာခ်င္း တူပါတယ္။ ဒါေပမဲ့ ‘-(으)려고’ က 
ၾကိယာအားလံုးနဲ႔ တြဲလုိ႔ရေပမဲ့ ‘-(으)러’ ကေတာ့ အေနာက္မွာ ‘가다,	오다,	다니다’ စတဲ့ ေရြ႕လ်ားမႈျပ ၾကိယာေတြပဲ 
လာလုိ႔ရပါတယ္။ ေနာက္ျပီး ‘-(으)려고’ ရဲ႕ အေနာက္မွာ ညႇိႏႈိင္းဝါက်နဲ႔ ေစခုိင္းဝါက် လာလုိ႔ မရပါဘူး။ ‘-(으)러’  
ရဲ႕ အေနာက္မွာေတာ့ ဝါက်ပံုစံ ကန္႔သတ္ထားျခင္း မရွိပါဘူး။ ‘(으)려고’ က ေရြ႕လ်ားမႈျပၾကိယာေတြ 
အျငင္းျပၾကိယာေတြနဲ႔ တြဲလုိ႔ရေပမဲ့ ‘(으)러’	ကေတာ့ မရပါဘူး။

·친구에게	주려고	선물을	샀어요.(O)	친구에게	주러	선물을	샀어요.(X)

·밥	먹으려고	가세요.(X)	밥	먹으러	가세요.(O)

·서울에	가려고	역에	갔어요.(O)	서울에	가러	역에	갔어요.(X)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문법 1  သဒၵါ ၁ -(으)려고 G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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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နီခါ ဘာေၾကာင့္ ဘဏ္ကိုသြားတာလဲ။စကားေျပာကို ႏွစ္ေခါက္ နားေထာင္ၿပီးလိုက္ဆိုပါ။ 

모니카	 	저기요,	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တဆိတ္ေလာက္၊ နိုင္ငံျခားသုိ႕ ေငြလဲႊမလုိ႕ေလ၊ 

ဘယ္လိုလုပ္ရမလဲ။ 

은행원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ဘဏ္စာအုပ္ပဲျဖစ္ျဖစ္ ကတ္ ယူလာပါသလား။ 

모니카	 네,	여기	통장	있어요.	
   ဟုတ္ကဲ၊့ ဒီမွာ ဘဏ္စာအုပ္ရိွပါတယ္။ 

은행원	 	통장이	있으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세요.	

송금	수수료도	더	적게	나와요.	
   ဘဏ္စာအုပ္ရိွရင္ ေငြထုတ္စက္ကုိ အသုံးျပဳပါ။ 

ေငြလဲႊခလည္း နည္းနည္းပဲက်တယ္။ 

모니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시겠

어요?	
  ဘယ္လုိလုပ္ရတာလဲ ေကာင္းေကာင္းမသိဘူးျဖစ္ေနတယ္၊ 

ကူညီေပးပါလား။

은행원	 	네,	여기에	통장을	넣고	송금	버튼을	누르

시면	됩니다.	
  ဟုတ္ကဲ့၊ ဒီမွာ ဘဏ္စာအုပ္ကုိထည့္ၿပီး  ေငြလဲႊခလုတ္ကုိ 

ႏွိပ္လိုက္ရင္ ရပါၿပီ။

모니카	 감사합니다.	 ေက်းဇူးတင္ပါတယ္။ 

저기요	တဆိတ္ေလာက္၊ ေဟး
မသိတဲ႕လူကုိစကားစေၿပာတဲ႕အခါ 
သုံးတယ္။

·	저기요,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တဆိတ္ေလာက္၊  
ဒီအနီးအနားမွာ ဘဏ္ရိွလား။ 

·	저기요,	잠깐만요.		

이걸	놓고	가셨어요.

  ေဟး တဆိတ္ေလာက္၊ ခဏေလး၊ 
ဒီဟာေမ႔က်န္ေနခဲ႕လုိ႕။ 

적게 နည္းနည္းပဲ။ 
·	저녁에는	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ညေနပိုင္းမွာေတာ့ နည္းနည္းပဲ 
စားတာ က်န္းမာေရးအတြက္ 
ေကာင္းတယ္။

·		돈을	적게	벌면	아껴서		
쓰면	돼요.

  ေငြနည္းနည္းပဲရွာရင္ 
ေၿခြတာသံုးရင္ရတယ္။ 

정답 		1.	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은행에	갔어요.		2.	통장이나	카드가	있어야	해요.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1.	모니카	씨는	왜	은행에	갔어요? မိုနီခါက ဘာေၾကာင့္ ဘဏ္ကုိသြားခဲ့တာလဲ။ 

2.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해요? ေငြထုတ္စက္(ATM)ကုိ သုံးခ်င္ရင္ ဘာလုပ္ရမ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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ဘဏ္ကိစၥနဲ႕ ATM နဲ႕ ပတ္သက္တဲ့ အသုံးအႏႈန္းေလးေတြ ရွာၾကည့္ရေအာင္။

•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정리를	할	수	있어요. 
ေငြသားထုတ္စက္မွာ ဘဏ္စာအုပ္ စစ္ၾကည့္လို႔ရပါတယ္။

•	대출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해요.		
ေခ်းေငြယူခ်င္ရင္ ဘဏ္သုိ႕တိုက္ရိုက္သြားရမယ္။ 

송금하다
ေငြလႊဲသည္။ 

입금하다
ေငြသြင္းသည္

현금인출기
(ATM)

ေငြသားထုတ္စက္

잔액	조회
ေငြလက္က်န္စစ္သည္၊

출금하다
ေငြထုတ္သည္။ 

계좌	이체
ဘဏ္စာရင္းအခ်င္းခ်င္း 

ေငြလႊဲျခင္း

통장	정리
ဘဏ္စာအုပ္ up-date 

လုပ္သည္၊

대출하다
ေခ်းေငြယူသည္ 

환전하다
နိုင္ငံျခားေငြလဲသည္။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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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위의 단어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Using the words above, make conversations as follows.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환전하려고 왔어요.  
보기

3. 다음을 연결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Match the questions to the corresponding answers.

① 가: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 나: 동생 것만 사면 돼요.

② 가: 가족 선물은 다 샀어요?     ㉡ 나: 잠깐만요. 이것만 하면 돼요.

③ 가: 이 약은 어떻게 먹어요?     ㉢ 나: 하루에 두 번 먹으면 돼요.

④ 가: 우리 이제 퇴근할까요?     ㉣ 나: 이쪽으로 쭉 가면 돼요.

보기  환전하다                     입금하다                    출금하다                     송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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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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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နဲ႕ ကုိက္ညီေသာအသုံးအနႈန္းကုိ ဥပမာကေန ေရြးၿပီးထည့္ပါ။ 

환전하다	 	 	 입금하다	 	 	 출금하다	 	 	 송금하다

1)	 2) 3) 4)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ဖၾကည့္ပါ။ 

정답 		1)	입금하다		2)	송금하다		3)	환전하다		4)	출금하다

어휘 2  စကားေျပာ ၂ 은행 업무/현금인출기 ဘဏ္ လုပ္ငန္း /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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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을	연결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မးခြန္းနွင့္ ကိုက္ညီေသာအေျဖကို ေရြးၿပီးဆက္္ပါ။

①	가: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	나:	동생	것만	사면	돼요.

②	가:	가족	선물은	다	샀어요?		 	 	 ㉡	나:	잠깐만요.	이것만	하면	돼요.

③	가:	이	약은	어떻게	먹어요?		 	 	 ㉢	나:	하루에	두	번	먹으면	돼요.

④	가:	우리	이제	퇴근할까요?		 	 	 ㉣	나:	이쪽으로	쭉	가면	돼요.

약을	먹다	 	 	 택시를	타다	 	 	 다음	역에서	내리다	

1.	시장에	가려고	하면																																					.	

2.	감기에	걸리면																																					.

3.	시간이	없으면																																					.

ထပ္ေဆာင္းေလ့လာျခင္း။ ‘-(으)면	되다’ ကိုသံုးၿပီးစာေၾကာင္းျဖည့္စြက္ပါ။

တစ္စံုတစ္ခုကို ျပဳလုပ္လို႔ ျပႆနာမရိွတဲ့ အေၾကာင္းကိုေဖာ္ျပတဲ့အခါသံုးသည္။ 

자음	(ဗ်ည္း)	→	-으면 되다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면 되다

먹다	→	먹으면 되다
사다	→	사면 되다

살다	→	살면 되다

·		가:	고향으로	송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မြးရပ္ေဒသသို႕ ေငြလဲႊခ်င္လို႕ ဘယ္လိုလုပ္ရမလဲ။
				나:	여기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ဒီမွာေလွ်ာက္လႊာေရးရင္ ရပါၿပီ။
·	가:	이	약은	어떻게	먹어요?	ဒီ ေဆးက ဘယ္လိုေသာက္ရတာလဲ။
				나:	하루에	2번	먹으면 돼요.	တစ္ေန႕၂ၾကိမ္ေသာက္ရင္ ရၿပီ။

‘-(으)면	되다’ နားလည္ၿပီလား။ အေမးနွင့္ ကုိက္ညီေသာအေျဖကုိ ေရြးၿပီးဆက္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정답 		1.	다음	역에서	내리면	돼요		2.	약을	먹으면	돼요		3.	택시를	타면	돼요

문법 2  သဒၵါ ၂ -(으)면 되다 G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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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6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1)   2)

3)   4)

1. 은행에 가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make the conversations at a bank.

보기

입금하다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입금하려고 왔어요.  

가: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출금하다

송금하다

통장을 만들다

통장 정리를 하다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신청서를 

쓰다

여기에 

계좌번호를 

쓰다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주다

여기에 통장을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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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2)

3)   4)

1. 은행에 가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make the conversations at a bank.

보기

입금하다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입금하려고 왔어요.  

가: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출금하다

송금하다

통장을 만들다

통장 정리를 하다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신청서를 

쓰다

여기에 

계좌번호를 

쓰다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주다

여기에 통장을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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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출금하려고	왔어요.

	 	 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가: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주시면	됩니다.	

	 3)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송금하려고	왔어요.	

	 	 가:	여기에	계좌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4)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통장	정리를	하려고	왔어요.	

	 	 가:	여기에	통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1)	

3)	

출금하다	ေငြထုတ္သည္

송금하다	ေငြလႊသဲည္

통장을	만들다	ဘဏ္စာအုပ္လုပ္သည္

통장	정리를	하다	ဘဏ္စာရင္းစစ္သည္

1.	은행에	가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ဘဏ္သြားၿပီး ဥပမာလိုမ်ိဳး ေျပာၾကည့္ပါ။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ဘာကူညီေပးရမလဲ။ 
나:	입금하려고	왔어요.	ေငြသြင္းဖုိ႕လာခ့ဲတာပါ။
가: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လွ်ာက္လႊာေရးလုိက္ရင္ ရပါၿပီ။ 

입금하다	ေငြသြင္းသည္

신청서를

쓰다
ေလွ်ာက္လႊာ 
ေရး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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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2)

3)   4)

1. 은행에 가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make the conversations at a bank.

보기

입금하다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입금하려고 왔어요.  

가: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출금하다

송금하다

통장을 만들다

통장 정리를 하다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신청서를 

쓰다

여기에 

계좌번호를 

쓰다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주다

여기에 통장을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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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주다

여기에	

계좌번호를	

쓰다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ATM စက္ကုိ 
အသုံးျပဳသည္။ 

ေလွ်ာက္လႊာေရးၿပီး 
မွတ္ပုံတင္ ေပးသည္။ 

ဒီေနရာမွာဘဏ္စာအုပ္ကုိ 
ထည့္သည္။ 

여기에	

통장을	넣다

ဒီမွာ အေကာင့္နံပါတ္ကုိ 
ေရး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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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전용 금융 서비스
နို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သီးသန္႕သံုး ေငြေၾကးဝန္ေဆာင္မုွ

은행에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서비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고향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송금	수수료를	할인해	주기도	하고	보통	하

루	정도	걸리는	해외	송금을	10분으로	줄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

이나	거제	지역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한	

은행도	있습니다.	또한	8개	외국어를	지원하는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24시간	온라인	해외	송금

과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평일에	은행에	가기	힘든	외국인	고객을	위해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ဘဏ္မွာ နိုင္ငံျခားသားဧည့္သည္မ်ားအတြက္ညိွႏိႈင္းဝန္ေဆာင္မႈကတိုးလို႕လာပါသည္။ နိုင္ငံတြင္းမွာ 
အလုပ္သမားဘဝနဲ႕ျဖတ္သန္းရင္း လစာကို ေမြးရပ္ေဒသသို႕ ေငြလဲႊေသာ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မ်ားအတြက္ေငြလဲႊခကိုလည္းေလွ်ာ့ေပးၿပီး ပံုမွန္ တစ္ရက္ေလာက္ ၾကာတဲ့ နုိင္ငံျခားေငြလဲႊဝန္ေဆာင္မႈကို 
၁၀မိနစ္အတြင္းရေအာင္ နုိင္ငံျခားေငြလဲႊ ဝန္ေဆာင္မႈကိုေပးေနပါသည္။ ေနာက္ၿပီး အူးဆန္၊ေဂါဂ်ယ္ 
စတဲ႕ နို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မ်ားေသာ ေဒသကိုအဓိကထားၿပီး နိုင္ငံျခားသားမ်ား အတြက္ 
သီးသန္႔ေဆြးေႏြးနိုင္ေသာ ေကာင္တာဖြင့္ေပးထားေသာ ဘဏ္လည္းရိွပါတယ္။ ၿပီးေတာ့ ဘာသာစကား 
၈မ်ိဳးပါေသာ ATM စက္လည္း တပ္ဆင္ထားၿပီး ၂၄နာရီ အြန္လိုင္း နုိင္ငံျခားေငြလဲႊျခင္းနွင့္ နိုင္ငံျခား 
ဘာသာစကားနဲ႕ ေဆြးေႏြးနိုင္ေသာ ဝန္ေဆာင္မႈမ်ားလည္း လုပ္ေဆာင္လ်က္ရိွပါသည္။ ၿပီးေတာ့ ၾကားရက္မွာ 
ဘဏ္မသြားနိုင္ေသာ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အတြက္ တနဂၤေႏြေန႕ဖြင့္ေပးေသာဘဏ္မ်ားလည္း 
ရိွပါသည္။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အေၾကာင္းအရာ တစ္ခုကုိ နားေထာင္ၿပီး ေမးခြန္း ႏွစ္ခုေျဖ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ဒီေန႕ဘာေန႕လဲ။ 
	 ①	월요일		 ②	수요일

	 ③	토요일		 ④	일요일

5.		남자는	왜	은행에	갑니까?	ေယာက္်ားေလးက ဘာေၾကာင့္ဘဏ္ကုိသြားတာလဲ။
	 ①	환전하려고		 ②	친구를	만나려고

	 ③	통장을	만들려고		 ④	고향에	돈을	보내려고

Track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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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① 월요일      ② 수요일 

③ 토요일  ④ 일요일

5. 남자는 왜 은행에 갑니까?  

① 환전하려고  ② 친구를 만나려고 

③ 통장을 만들려고    ④ 고향에 돈을 보내려고

Track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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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ဒီဟာဘာလဲ။ 

①		 ②	 ③		 ④

2.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ဒီမွာဘာလုပ္လုိ႕ရလဲ။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ဒီလူ ဘာကုိ လုပ္ေနတာလဲ။ 

①		 ②	 ③		 ④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မးခြန္း ၁ကေန ၃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ပါ။ 

ေမးခြန္း ၄နဲ႕ ၅ကေတာ့ အသင့္ေတာ္ဆံုးအေျဖကိုေရြးရမွာျဖစ္ပါတယ္။ မေျဖ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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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통장입니다.	ဘဏ္စာအုပ္ျဖစ္ပါသည္။  	②	여:	창구입니다. ဘဏ္ေကာင္တာျဖစ္ပါသည္။ 

	 ③	여:	신용카드입니다.	ခရက္ဒစ္ကတ္ျဖစ္ပါသည္။  	④	여:	현금인출기입니다. ေငြထုတ္စက္ျဖစ္ပါသည္။ 

2.	①	남:	환전할	수	있습니다.	ေငြလဲလုိ႕ရပါသည္။ 

	 ②	남:	약을	살	수	있습니다.	ေဆးကိုဝယ္လုိ႕ရပါသည္။ 

	 ③	남: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စာပို႕လုိ႕ရပါသည္။ 

	 ④	남: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အတန္းနားေထာင္လုိ႔ရပါသည္။

3.	①	여:	집을	청소합니다.	အိမ္ကို သန္႕ရွင္းေရးလုပ္သည္။ 

	 ②	여:	식당에서	돈을	냅니다.	စားေသာက္ဆုိင္မွာပိုက္ဆံကုိ ေပးသည္။ 

	 ③	여: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ဘဏ္မွာ ပိုက္ဆံထုတ္သည္။ 

	 ④	여: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နာမည္နွင့္လိပ္စာကုိ ေရးသည္။ 

4-5.	여:	어디	가세요?	ဘယ္သြားမလုိ႕လဲ။ 

	 남:		은행에	가요.	고향에	송금하려고요.	ဘဏ္ကုိ သြားမလို႕၊ ေမြးရပ္ေဒသကုိ ေငြလဲႊမလုိ႕ေလ။ 

	 여:		은행에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고향으로	송금할	수	있어요?		 	

ဘဏ္ကုိလား။ ဒီေန႕ တနဂၤေႏြေန႕ၾကီးကုိ ေမြးရပ္ေဒသကုိ ေငြလဲႊလုိ႕ရလား။ 

	 남:		네,	우리	동네	은행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요.	

	 	 ဟုတ္ကဲ့၊ ငါတုိ႕ ရပ္ကြက္ ဘဏ္ကေတာ့ အလုပ္လုပ္ေနတဲ့ နုိင္ငံျခားသား မ်ားေတာ့ တနဂၤေႏြေန႕လည္း ဖြင့္တ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④		5.	④

정답 		1.	③

1.	잘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သခ်ာနားေထာင္ၿပီးေနာက္လာမယ့္စကားအေနနဲ႕ကုိက္ညီတာကုိ ေရြးပါ။ 

	 ①	지금부터	조용히	하겠습니다.	 ②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갈게요.

	 ③	그럼	다	마시고	들어가야겠네요.		 ④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오겠습니다.

1.	남:	죄송합니다,	손님.	음식물을	가지고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အားနာပါတယ္၊ ဧည့္သည္၊ အစားအေသာက္ေတြ ဇာတ္ရံုထဲကုိ သယ္လို႕မရပါဘူး။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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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통장입니다.  ② 신분증입니다.

 ③ 신용카드입니다.  ④ 휴대 전화입니다.

2.  ① 은행에 갑니다.   ② 서명을 합니다.

 ③ 돈을 찾습니다.  ④ 통장 정리를 합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몽골로 하려고 해요.

 나: 얼마나 보내실 거예요?

① 가입  ② 송금       

③ 조회   ④ 정리

4. 저는 월급을 받으면 에 가서 입금을 하고 고향으로 돈도 보냅니다. 

① 은행  ② 병원       

③ 우체국   ④ 도서관

5. 가: 한국 돈을 베트남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나:   을 하려면 회사 앞에 있는 은행에 가 보세요. 저도 거기에서 했는데 

수수료가 별로 안 들었어요. 

① 입금  ② 출금       

③ 환전  ④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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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ကုိက္ညီဆုံး စာလုံးကုိေရြးပါ။ 

3.
	

가:	몽골로																														하려고	해요.	မြန္ဂိုသုိ႕ ေငြလႊဲမလုိ႕ပါ။

나:	얼마나	보내실	거예요?	ဘယ္ေလာက္ပို႕မွာလဲ။ 

					①	가입	 ②	송금	 ③	조회	 ④	정리

4.
	

저는	월급을	받으면																																에	가서	입금을	하고	고향으로	돈도	보냅니다.

ကြ်န္ေတာ္ကေတာ့ လစာထုတ္ရင္ ဘဏ္သုိ႕ သြားၿပီး ေငြသြင္းၿပီး ေမြးရပ္ေျမသုိ႕ ေငြပို႕ပါတယ္။ 

					①	은행	 ②	병원	 ③	우체국	 ④	도서관

5.

	

가:	한국	돈을	베트남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ကိုရီးယား ေငြကို ဗီယက္နမ္ေငြနဲ႕ လဲခ်င္တယ္။

나:																									을	하려면	회사	앞에	있는	은행에	가	보세요.	저도	거기에서	했는데	수수료가	

별로	안	들었어요.

ေငြလဲခ်င္ရင္ ကုမၸဏီေရွ႕မွာ ရိိွတဲ့ ဘဏ္ကို သြားၾကည့္ပါ။ ကြ်န္ေတာ္လည္း အဲဒီမွာ လုပ္ခဲ့တာ 
ဝန္ေဆာင္ခလည္း သိပ္မေပးရဘူး။

					①	입금	 ②	출금	 ③	환전	 ④	대출

ေအာက္ပါ ပံုကုိၾကည့္ၿပီး မွန္တဲ႕ စာေၾကာင္းကုိေရြး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2.

①	통장입니다.		 	 ②	신분증입니다.

③	신용카드입니다.		 ④	휴대	전화입니다.

①	은행에	갑니다.		 ②	서명을	합니다.

③	돈을	찾습니다.		 ④	통장	정리를	합니다.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သင္ထားတာေတြ ကုိ အသုံးခ်ၿပီး 
ေျဖၾကည့္ပါ။ 

ေမးခြန္း ၃ကေန ၅ကေတာ့ အေျဖမွန္ေရြးၿပီး ကြက္လပ္ျဖည့္ရမွာျဖစ္ပါတယ္။ 

정답 		1.	②		2.	②		3.	②		4.	①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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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1.		
택시는	편하지만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택시를	

타는	것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돈이	덜															.	

တကၠစီကေတာ့ သက္ေတာင့္သက္သာ ရိွေပမယ့္ နည္းနည္း ေစ်းၾကီးုတယ္။ ဒါေၾကာင့္ ကြ်န္ေတာ္ကေတာ့ 
ေျမေအာက္ရထားပဲျဖစ္ျဖစ္ ဘတ္စ္ကားကုိ အသုံးျပဳပါတယ္။ တကၠစီ စီးတာထက္စာရင္ ေျမေအာက္ရထား၊ 
ဘတ္စ္ကား စီးတာက ေငြကုန္ သက္သာပါတယ္။

	 ①	듭니다	 	 ②	탑니다	

	 ③	걸립니다	 	 ④	보입니다	

2.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늦게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가	

계속	되겠습니다.

ဒီေန႕ညေနကစၿပီး မနက္ျဖန္ ညမိုးခ်ဳပ္တဲ့ အခ်ိန္အထိ မိုးရြာပါမယ္။ မိုးတိတ္ၿပီးရင္ သဘက္ခါကစၿပီး ရာသီဥတု 
ဆက္တုိက္ သာယာပါမယ္။ 

	 ①	그치고	나면	 	 ②	마치고	나면		

	 ③	그칠	때까지		 	 ④	마칠	때까지

3.		
맑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어서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ၾကည္လင္ေသာ ေကာင္းကင္မွ ရုတ္တရတ္ မိုးေျပးက ရြာခဲ့တယ္။ ကြ်န္ေတာ္ကေတာ့ ထီးမရိွလုိ႕ 
ေဘးကအေဆာက္အဦးထဲ ဝင္ေနခဲ့တယ္။ 

	 ①	이따가	 	 ②	똑바로	

	 ③	천천히	 	 ④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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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①			3.	④

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발음 အသံထြက္             P-13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လွ်ာလိပ္သံက တစ္သံတည္း ရွိပါတယ္။ သရႏွစ္ခုၾကားမွာ ‘ㄹ’ ရွိရင္ သူ႔ကို [r]သံ 
ထြက္ေပးရျပီး စကားလံုးရဲ႕ အသတ္ေနရာမွာ ‘ㄹ’ ရွိရင္ သူ႔ကို [l]သံ ထြက္ေပးရပါတယ္။ ဒါေပမဲ့ ‘ㄹ’ အသတ္ရဲ႕ 
အေနာက္မွာ ဗ်ည္းမဲ့ျဖစ္ေနရင္ေတာ့ အဲဒီ ‘ㄹ’ ကို [l]လုိ႔ အသံမထြက္ရပါဘူး။ ေနာက္က စကားလံုးရဲ႕ ဗ်ည္းအျဖစ္ 
အသံထြက္ေပးရမွာမုိ႔ သူ႔ကိ ု[r]လုိ႔ အသံထြက္ေပးရပါမယ္။

(1)	다리,	우리,	노래

(2)	달,	말,	쌀,	하늘

(3)	달이,	말에,	빨아서



မိုနီခါက စာတိုက္သို႕သြားခဲ့တယ္။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29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ဖိလစ္ပိုင္သို႕ ပို႕စကတ္ပို႕ခ်င္လို႔ပါ။

우체국 직원	 	어떻게	오셨습니까? 

  ဘာအကူအညီေပးရမလဲ။ 

모니카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ပို႕စကတ္ပို႕ခ်င္လုိ႔ပါ။ 

우체국 직원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ဘယ္ကို ပို႕မွာလဲ။ 

모니카	 	 	필리핀으로	보낼	겁니다.	
   ဖိလစ္ပိုင္သုိ႕ပို႔မွာပါ။ 

우체국 직원	 	엽서를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그런

데	받는	사람의	우편번호가	없네요.	

우편번호를	쓰세요.	
    ပုိ႕စကတ္ကုိဒီမွာ တင္ထားပါ။ ဒါန႕ဲ လက္ခံမယ့္သူရ႕ဲ 

စာတုိက္နံပါတ္ မပါဘူးျဖစ္ေနတယ္။ 
စာတုိက္နံပါတ္ေရးပါ။ 

어떻게	오셨습니까

ဘယ္လုိ၊ဘာကိစၥ နဲ႕ လာခဲ႕ တာလဲ။

လာရင္းကိစၥ ေမးတဲ႕ အခါမွာလည္းသုံးလုိ႕ 
ရသလုိ ၊ ဘာစီးၿပီးဘယ္လုိလာခဲ႕ လဲဆုိၿ 
ပီးလည္း သုံးလုိ႕ ရတယ္။ 

·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ဘာကိစၥနဲ႕ လာခဲ႕တာလဲ။
	 	나:	배가	아파서	왔어요.	

 ဗုိက္ေအာင့္လုိ႕ လာတာပါ။ 
·	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	

니까?

  ဒီေနရာအထိဘာနဲ႕လာခဲ႕ တာလဲ။
	 	나:	지하철로	왔어요.	
  ေၿမေအာက္ရထာ္းနဲ႕လာခဲ႕ 

တာလ္။

정답 		1.	엽서를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어요.

	 2.	필리핀으로	보낼	겁니다.

1.	모니카	씨는	왜	우체국에	갔어요?  မိုနီခါက ဘာေၾကာင့္ စာတုိက္ကုိသြားခဲ့တာလဲ။ 

2.	모니카	씨는	엽서를	어디로	보낼	겁니까?  မိုနီခါက ပို႕စ္ကတ္ကုိ ဘယ္ကုိ ပို႕မွာပါ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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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စာပို႕ျခင္း၊ ေတာင္းခံျခင္း။  
□သဒၵါ  -(으)로,	-(으)십시오

□ေဝါဟာရ  စာ/ပါဆယ္/သယ္ယူပို႕ေဆာင္ေရး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အျပည္ျပည္ဆိုင္ရာ အျမန္ေခ်ာပုိ႔(EMS)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91

-(으)ㄹ	겁니까/겁니다	
‘-(으)ㄹ	거예요.’ နဲ႕ အဓိပၸါယ္ 
အတူတူပဲ။ အခန္း ၂၇ က ‘-ㅂ/습니
까,	-ㅂ/습니다’ ရဲ႕မၿဖစ္ေသးေသာအ ေနအထား အတြက္အေျဖေနရာမွာ 
သုံးေသာ အသုံးၿဖစ္တယ္။ 
·	우리	회사가	내년에는	더욱	
발전할	겁니다.

    ငါတို႕ ကုမၸဏီက 
ေနာက္နွစ္မွာေတာ့ ပိုၿပီး 
တုိးတက္လာမွာၿဖစ္ပါတယ္။ 



စာတိုက္ကေန စာပို႔ၿခင္းနဲ႕ပတ္သက္ၿပီး သက္ဆိုင္ရာေဝါဟာရမ်ားကိုရွာၾကည့္ရေအာင္။ 

편지
စာ 

편지를	쓰다
စာေရးသည္။ 

편지	봉투
စာအိတ္ 

우표를	붙이다
တံဆိပ္ေခါင္း ကပ္သည္။ 

엽서
ပို႕စကတ္

편지를	보내다
စာကုိ ပို႕သည္။ 

카드
ကတ္

•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နုိင္ငံျခားမွာရွိတ့ဲ သူငယ္ခ်င္းဆီကုိ စာ ပုိ႔ခ့ဲတယ္။

•	친구가	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သူငယ္ခ်င္းက ငါ့ဆီကုိ ခရစၥမတ္ကတ္ ပုိ႔ေပးခ့ဲတ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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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주말에 뭐 했어요?

 나: .                       

① 부산으로 여행을 할 거예요 

②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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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엽서 ㉢ 우표 ㉣ 카드 ㉤ 편지

① ③② ⑤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ၾကည့္ၿပီး ကိုက္ညီေသာစကားနဲ႕ဆက္ပါ။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ဖၾကည့္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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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၀ါဟာရ ၁ 우편물 စာတိုက္မွပို႕ေသာပစၥ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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ဦးတည္ရာေနရာကိုညႊန္းတဲ့ သဒၵါအေနနဲ႕သံုးတယ္။ နာမ္နဲ႕ပဲတဲြသံုးတယ္။

자음	(ဗ်ည္း)	+	으로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로

한국으로
달라로

서울로

·	가:	어디로	가세요?	ဘယ္ေနရာသို႔ သြားမလို႔လဲ။
				나:	달라로	갑니다.	ဒလသို႔ သြားမယ္။
·	내일	한국으로	갑니다.	ကိုရီးယားသို႔သြားမယ္။
·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ညာဘက္သို႔ ေကြ႕သြားပါ။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ၿပီး အေျဖမွန္ကိုေရြးပါ။

1)	
가:	주말에	뭐	했어요?	ပိတ္ရက္မွာ ဘာလုပ္ခ့ဲလဲ။

나:																																																																							.	

					①	부산으로	여행을	할	거예요	 ②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2)	
가: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စာ ပုိ႔မလုိ ့ပါ။

나:																																																																							?	

					①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②	어디에서	보내실	거예요

‘(으)로’ ကို နားလည္သြားၿပီလား၊ ေနာက္ၿပီးသင့္ေတာ္ေသာအေျဖကိုေရြးၿပီးကြက္လပ္ျဖည့္ပါ။

정답 		1)	②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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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သုိ႕ နဲ႕ ‘에’ သို႕
‘(으)로’ နဲ႔ '에' ကေတာ့ လားရာကို ေဖာ္ျပတာခ်င္းတူပါတယ္။ ‘에’ ကေတာ့ ဆုိက္ေရာက္ရာကို ေဖာ္ျပတဲ့ ‘도착하다,	

이르다,	다다르다’ စတဲ့ စကားလံုးေတြနဲ႔ တြဲသံုးျပီး ‘(으)로’ ကေတာ့ ဦးတည္ရာနဲ႔ တစ္ေထာက္ဝင္ရာ ေနရာေတြကို 
ေဖာ္ျပတဲ့အခါမွာ သံုးပါတယ္။ 

·서울에	도착했다.(O)	서울로	도착했다.(X)

·부산에	떠났다.(X)	부산으로	떠났다.(O)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문법 1  သဒၵါ ၁ (으)로 G29-1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နည္းနည္း ေႏွးေႏွး ေျပာေပးပါ။ 

가:	천오백	원이에요.	၁၅၀၀ ဝမ္ျဖစ္ပါတယ္။
나:	죄송하지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အားနာေပမယ့ ္နည္းနည္းေႏွးေႏွးေလး ေျပာေ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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ထူအန္းက စာတိုက္ကဝန္ထမ္းနဲ႕ စကားေျပာေနတယ္။ အရင္ဆံုး စကားေျပာကို ႏွစ္ၾကိမ္ 
နားေထာင္ၿပီး လိုက္ဆိုပါ။ 

투  안	 	 	베트남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ဗီယက္နမ္သုိ႔ ပါဆယ္ ပို႔မလုိ႔ပါ။ 

우체국	직원	 	상자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ပါဆယ္ပံုးကုိ ခ်ိန္ခြင္မွာ တင္ထားပါ။ 

투  안	 	 	호찌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ဟုိခ်ီမင္းအထိ ဘယ္ေလာက္ၾကာမလဲ။ 

우체국	직원	 	배편은	한두	달	정도	걸리고	항공편은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သေဘၤာနဲ႕ ၁လ ၂လ ေလာက္ၾကာၿပီး၊ 

ေလေၾကာင္းလုိင္းနဲ႕ေတာ့ ၁၀ရက္ကေန 
၂ပတ္ေလာက္ၾကာတယ္။ 

투  안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제일	빠른	걸로	해	주

세요.	
   နည္းနည္း အရင္လုိလုိ႔ အျမန္ဆုံးဟာနဲ႕ပို႔ေပးပါ။ 

우체국 직원	 	국제	특급이	제일	빠른데	국제	특급으로	

보내시겠습니까?	
   အျပည္ျပည္ဆုိင္ရာ အျမန္ေခ်ာပို႕က အျမန္ဆုံးဆုိေတာ့ 

အျပည္ျပည္ဆုိင္ရာအျမန္ေခ်ာနဲ႕ပို႔မလား။ 

투  안	 	 	네,	그걸로	해	주세요.	
   ဟုတ္ကဲ့၊ အဲဒါနဲ႕ ပို႔ေပးပါ။ 

얼마나	걸릴까요?
ဘယ္ေလာက္ၾကာမလဲ။ 
ေနရာတစ္ခုကုိ ေရာက္ဖုိ႔ ၾကာတဲ့ 
အခ်ိန္ကို ေမးတဲ့အခါ သုံးပါတယ္။
·	미얀마에서	한국까지	비행
기로	얼마나	걸릴까요?

   ျမန္မာကေန ကိုရီးယားအထိ 
ေလယာဥ္နဲ႔ ဘယ္ေလာက္ 
ၾကာပါသလဲ။ 

정도  -ေလာက္
·	일주일	정도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တစ္ပတ္ေလာက္ 
ေဆးရံုျပရမယ္။

한두 တစ္( )ႏွစ္( )

·	일년에	한두	번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တစ္နွစ္မွာ တစ္ၾကိမ္ႏွစ္ၾကိမ္ 
မိသားစုနဲ႕အတူတူ 
ခရီးသြားတယ္။ 

1.		베트남	호찌민까지	항공편으로	얼마나	걸려요?  
ဗီယက္နမ္ ဟုိခ်ီမင္းအထိ ေလေၾကာင္းလမ္းနဲ႕ ဘယ္ေလာက္ၾကာလဲ။

2.	제일	빠른	우편은	뭐예요?	အျမန္ဆံုး စာပို႔လမ္းေၾကာင္းက ဘာ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려요.		2.	국제	특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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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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ပါဆယ္၊ သယ္ယူပို႔ေဆာင္ေရးနဲ႕ ပတ္သက္ေသာ ေဝါဟာရမ်ားကို ရွာေဖြၾကည့္ရေအာင္။ 

저울에	올려놓다
 ခ်ိန္ခြင္မွာ တင္ထားသည္။ 

소포를	받다
ပါဆယ္ကုိ လက္ခံသည္။

소포를	보내다
ပါဆယ္ ပို႔သည္။ 

무게를	재다
အေလးခ်ိန္ ခ်ိန္သည္။

일반	우편
ရိုးရိုး စာပို႔နည္း 

택배
ပါဆယ္ သယ္ယူပို႔ေဆာင္ျခင္း 

국제	특급(EMS)
အျပည္ျပည္ဆုိင္ရာ 

အျမန္ေခ်ာပို႔ 

등기	우편
မွတ္ပံုတင္၍ ပို႔ျခင္း

•	소포를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ပါဆယ္ကုိ ခ်ိန္ခြင္မွာ တင္ထားပါ။

•	소포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ပါဆယ္ကုိ လက္ခံရရွိရင္ စိတ္ေပ်ာ္တယ္။

•	국제 특급으로	보내면	제일	빨라요.	အျပည္ျပည္ဆုိင္ရာ အျမန္ေခ်ာနဲ႕ပို႔ရင္ အျမန္ဆုံးပဲ။

•	요즘은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အခုတေလာ ပါဆယ္၊ ပစၥည္းပို႔ေဆာင္ျခင္း ဝန္ေဆာင္မႈကုိ အသုံးျပဳသူ မ်ားလာတယ္။

보기

   29과_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269

연습 2

보기 무게를 재다            소포를 보내다           저울에 올려놓다           소포를 받다

  

2.   다음의 문장에 이어질 문장을 찾아 연결하세요. 
Match each sentence on the left to the corresponding request on the right.

① 무게를 재야 합니다.      ㉠  우표를 붙이십시오.

② 우표를 안 붙였습니다.     ㉡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③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  여기에 주소를 쓰십시오.

④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없습니다.     ㉣  소포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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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2) 4)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69 2014-06-11   오전 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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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င့္ကုိက္ညီေသာအသံုးအႏႈန္းကုိ ဥပမာထဲမွေရြးၿပီးထည့္ပါ။ 

무게를	재다	 			 소포를	보내다	 			 저울에	올려놓다	 			 소포를	받다

1)	 2) 3) 4)

သင္ယူထားေသာစကားလံုးမ်ားကိုအသံုးခ်ၿပီးကြက္လပ္ျဖည့္ရေအာင္။ 

정답 		1)	저울에	올려놓다		2)	무게를	재다		3)	소포를	보내다		4)	소포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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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စကားေျပာ ၂ 소포/택배  ပါဆယ္၊ ပစၥည္းပုိ႕ေဆာင္ေ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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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စ္ခုခုကို ေစခိုင္းတဲ့ အသံုးအေနနဲ႕ ‘-(으)십시오’ ကိုသံုးပါတယ္။ ဒါေပမဲ့ သူ႕ကို ပုံစံတက်ေျပာရေသာ ေနရာမ်ား 
အစည္းအေဝး၊ အမိန္႔ေပးေစခိုင္းတဲ့ အခ်ိန္မွာ သံုးသည့္ ေလးနက္၍ ယဥ္ေက်းေသာ အသံုးအႏႈန္းျဖစ္ပါသည္။ 

자음	(ဗ်ည္း)	→	-으십시오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십시오

올려놓다	→	올려놓으십시오
보내다		→	보내십시오 

살다		→	사십시오

·		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အေၾကြးကတ္ ေပ်ာက္သြားလို႕ ဘယ္လိုလုပ္ရမလဲ။
				나: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십시오.	ဒီဖုန္းနံပါတ္သို႔ ဖုန္းဆက္ေပးပါ။
·	가:	소포를	보내고	싶습니다.	ပါဆယ္ ပို႔ခ်င္လို႔။
				나:	이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ဒီခ်ိန္ခြင္ေပၚမွာ တင္ထားပါ။

2.			다음의	문장에	이어질	문장을	찾아	연결하세요.		
ေနာက္စာေၾကာင္းအေနနဲ႕ ဆက္လို႔ရမယ့္ စာေၾကာင္းကိုရွာၿပီးတဲြပါ။

①	무게를	재야	합니다.		 	 	 ㉠	우표를	붙이십시오.

②	우표를	안	붙였습니다.	 	 	 ㉡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③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	여기에	주소를	쓰십시오.

④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없습니다.		 	 	 ㉣	소포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정답 		①	㉣		②	㉠		③	㉡		④	㉢

정답 		1.	기다리십시오		2.	가십시오/내려가십시오

‘-(으)십시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၀ါက်ေတြကုိ ျပီးေအာင္ ျဖည့္ၾကည့္ရေအာင္။

1.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

2.	이곳	청소가	끝나면	1층	식당으로																																.

ထပ္ေဆာင္းေလ့လာရေအာင္။ ‘-(으)십시오’ ကို သံုးၿပီး ကြက္လပ္ျဖ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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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십시오’ ႏွင့္ ‘-(으)세요’

‘-(으)십시오’ နဲ႔ ‘-(으)세요’ ကေတာ့ အမိန္႔ေပးဝါက်ျဖစ္ပါတယ္။ ‘-(으)십시오’ ကေတာ့ အမ်ားနဲ႔ဆိုင္တ့ဲ ေနရာေတြမွာ 
သံုးျပီး နည္းနည္း ခပ္ေတာင့္ေတာင့္ စကားဟန္မ်ဳိးျဖစ္ပါတယ္။ ‘-(으)세요’ ကေတာ့ ရင္းႏွီးကၽြမ္းဝင္မႈကို ေဖာ္ျပျပီး 
ပံုမွန္ အေျခအေနမ်ဳိးမွာ ကိုယ့္ထက္အၾကီး သို႔မဟုတ္ သက္တူရြယ္တူေတြကို သံုးပါတယ္။ 

비교해 보세요  ႏႈိင္းယွဥ္ၾကည့္ပါ။ 

문법 2  သဒၵါ ၂ -(으)십시오 G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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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가:	태국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해요.

		 나:	편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태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2,	3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7일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2)	가: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내려고	해요.

	 나:	엽서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베트남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3,	4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5일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3)	가:	인도네시아로	카드를	보내려고	해요.
	 나:	카드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인도네시아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5,	6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10일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4)	가:	스리랑카로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나:	소포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스리랑카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5,	6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10일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보기

지역	

ေနရာေဒသ
국제특급(EMS)

အျပည္ျပည္ဆုိင္ရာအျမန္ေခ်ာပို႔ (EMS)   
보통	우편	

ရိုးရိုးေခ်ာပို႔

중국,	베트남	တရုတ္၊ဗီယက္နမ္   2~3일	2~3 ရက္ 5일	5 ရက္ 

태국,	필리핀	ထုိင္း၊ဖိလစ္ပိုင္         3~4일	3~4 ရက္ 7일	7 ရ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အင္ဒိုနီးရွား၊ သီရိလကၤာ။      5~6일	5~6 ရက္ 10일	10 ရက္ 

가:	중국으로	카드를	보내려고	해요.

	 တရုတ္ျပည္သုိ႔ ကတ္ပို႔ခ်င္လို႔ပါ။ 
나:	카드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ကတ္ကုိ ခ်ိန္ခြင္ေပၚမွာတင္ထားပါ။
가: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တရုတ္ျပည္အထိ ဘယ္ေလာက္ၾကာလဲ။ 
나:	국제	특급은	2,	3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5일	정도	걸립니다.

	 		အျပည္ျပည္ဆုိင္ရာအျမန္ေခ်ာပို႔ကေတာ့ ၂-၃ရက္ၾကာၿပီး 
ရိုးရုိးေခ်ာပို႔ကေတာ့ ၅ရက္ေလာက္ၾကာမယ္။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ဒါဆုိ အျမန္ေခ်ာပို႔နဲ႕ ပို႔ေပးပါ။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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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표를 보고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Using the chart below,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지역 국제 특급(EMS) 보통 우편

중국, 베트남 2~3일 5일

태국, 필리핀 3~4일 7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5~6일 10일

1)   2)

3)   4)

보기

중국

 가: 중국으로 카드를 보내려고 해요. 

 나: 카드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2, 3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5일 정도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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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သီရိလ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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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표를 보고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Using the chart below,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지역 국제 특급(EMS) 보통 우편

중국, 베트남 2~3일 5일

태국, 필리핀 3~4일 7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5~6일 10일

1)   2)

3)   4)

보기

중국

 가: 중국으로 카드를 보내려고 해요. 

 나: 카드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2, 3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5일 정도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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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표를 보고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Using the chart below,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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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보기

중국

 가: 중국으로 카드를 보내려고 해요. 

 나: 카드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2, 3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5일 정도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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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အင္ဒိုနီးရွား

1)	

3)	

2)	

4)	

베트남	ဗီယက္နမ္태국	ထိုင္း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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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အျပည္ျပည္ဆိုင္ရာအျမန္ေခ်ာပို႔(EMS)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는	급한	편지나	서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

니다.	국제특급으로	발송한	우편물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컴퓨터망을	통해	배달	여부가	즉시	조회됩니

다.	컴퓨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원하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조회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

다.	현재	150개국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အျပည္ျပည္ဆုိင္ရာအျမန္ေခ်ာပို႔ ဝန္ေဆာင္မႈကေတာ့ အလ်င္လုိေသာ စာ၊ စာရြက္စာတမ္း၊ ပါဆယ္ စတာကုိ အျမန္ဆံုးနဲ႕ 
စိတ္အခ်ရဆုံးနည္းနဲ႕ နိုင္ငံျခားသုိ႔ ပို႔ေဆာင္ေပးေသာ ဝန္ေဆာင္မႈျဖစ္ပါသည္။ အျပည္ျပည္ဆုိင္ရာ အျမန္ေခ်ာပုိ႕နဲ႕ 
ပုိ႕တဲ့ပစၥည္းေတြကုိ ႏုိင္ငံတကာနဲ႕ ခ်ိတ္ဆက္ထားတဲ့ ကြန္ပ်ဴတာ ကြန္ယက္ကတစ္ဆင့္ ေရာက္မေရာက္က္ကုိ တန္းၿပီး 
စစ္လုိ႔ရပါသည္။ ကြန္ပ်ဴတာနဲ႕ စစ္လို႔မရခဲ့ရင္လည္း အသုံးျပဳသူဘက္မွ ဆႏၵရိွေသာ ဖက္စ္၊ အီးေမးလ္မွတစ္ဆင့္ စစ္ၿပီးသား 
အေၾကာင္းအရာကုိ အေၾကာင္းၾကားေပးပါသည္။ လက္ရိွမွာေတာ့ နိုင္ငံေပါင္း ၁၅၀သုိ႔ သယ္ယူပို႔ေဆာင္ေပးလ်က္ ရိွပါသည္။  

✚보낼	수	있는	물품	ပို႔လို႔ရေသာပစၥည္းမ်ား။

✚보낼	수	없는	물품	ပို႔မရေသာပစၥည္းမ်ား

편지

စာ

서류

စာရြက္စာတမ္း

옷

အဝတ္အစား 

책

စာအုပ္

화장품

အလွကုန္

음식물

အစားအေသာက္

한약

ကုိရီးယားတုိင္းရင္းေဆး

동물류

တိရစာၦန္

식물류

တိရစာၦန္

폭발성/가연성	물질

ေပါက္ကဲြနိုင္ေသာပစၥည္း

금·은	등의	귀금속

ေရြ၊ေငြ 
အစရိွေသာတန္ဖိုးၾကီးပစၥည္း

မ်ား။

신용카드

ခရက္ဒစ္ကတ္

현금(지폐,	동전)

 ေငြသား
(ေငြစကၠဴ၊အေၾကြေစ႔)

여행자	수표

ခရီးသြားခ်က္လက္မွတ္

항공권

ေလယာဥ္လက္မွတ္

✚

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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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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약국      ② 은행  

③ 백화점  ④ 우체국

 4. 남자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① 편지를 보내려고 왔습니다. 

② 택배를 받아야 해서 왔습니다. 

③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④  택배 물품을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5.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낼 때 국제 특급은 며칠이 걸립니까? 

① 3일  ② 4일

③ 7일  ④ 10일

Track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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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 ေမးခြန္းနဲ႕ ကုိက္ညီေသာအေျဖကုိေရြးပါ။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여기는	어디입니까?	ဒီေနရာက ဘယ္ေနရာလဲ
	 ①	약국		 ②	은행

	 ③	백화점		 ④	우체국

4.		남자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ယာက်္ားေလးက ဘာေၾကာင့္ ဒီေနရာသုိ႔လာခဲ့တာလဲ။
	 ①	편지를	보내려고	왔습니다.

	 ②	택배를	받아야	해서	왔습니다.

	 ③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④	택배	물품을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5.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낼	때	국제	특급은	며칠이	걸립니까?		 	

ဗီယက္နမ္သုိ႔ ပို႔စကတ္ ပို႔တဲ့အခါ အျပည္ျပည္ဆိုင္အျမန္ေခ်ာပို႔နဲ႕ဆို ဘယ္ႏွရက္ၾကာလဲ။

	 ①	3일		 ②	4일

	 ③	7일		 ④	10일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ဒီဟာဘာလဲ။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합니까?	အခု ဘာလုပ္ေနတာလဲ။ 

①		 ②	 ③		 ④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ပံုကို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ပါ။ 

ေမးခြန္း ၃ကေန ၅ကေတာ့ အေၾကာင္းအရာ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ထား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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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소포입니다. ပါဆယ္ျဖစ္ပါသည္။ 	 ②	여:	엽서입니다.	ပို႔စကတ္ျဖစ္ပါသည္။

	 ③	여:	편지입니다.	စာျဖစ္ပါသည္။ 	 ④	여:	카드입니다.	ကတ္ျဖစ္ပါသည္။ 

2.	①	남:	편지를	씁니다.	စာေရးသည္။	 ②	남:	무게를	잽니다.	အေလးခ်ိန္သည္။

	 ③	남:	돈을	찾습니다.	ေငြထုတ္သည	္ ④	남:	우표를	붙입니다. တံဆိပ္ေခါင္း ကပ္သည္။ 

3.	여: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합니다.	တရုတ္ျပည္သုိ႔ ပါဆယ္ပို႔ခ်င္လုိ႔။ 

	 남: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အထဲကဘာေတြလဲ။ 

	 여:	옷하고	책이	있어요.	အဝတ္အစားနဲ႕ စာအုပ္ေတြပါ။ 

4.	남:	(딩동	딩동)	모니카	씨,	계세요?	တင္း…ေတာင္… တင္း…ေတာင္…မိုနီခါ၊ ရိွပါသလား။

	 여:	네.	그런데	누구세요?	ဟုတ္ကဲ့၊ ဒါနဲ႕ ဘယ္သူလဲဟင္။

	 남:	택배	왔습니다.	ပါဆယ္ေရာက္လာပါတယ္။ 

5.	여: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ဗီယက္နမ္သုိ႔ ပို႔စကတ္ ပို႔ခ်င္လုိ႔ ဘယ္ေလာက္္ၾကာမလဲ၊
	 남:		국제	특급은	4일	정도	걸리고	일반	우편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ပည္ျပည္ဆုိင္ရာအျမန္ေခ်ာနဲ႕ ၄ရက္ေလာက္ၾကာၿပီး ရိုးရိုးေခ်ာပို႔နဲ႕ ၇ရက္မွ ၁၀ရက္ေလာက္ ၾကာမယ္။ 
	 여:	그럼	국제	특급으로	할게요.	ဒါဆုိ အျပည္ျပည္ဆိုင္ရာ အျမန္ေခ်ာပို႔နဲ႕ ပို႔မယ္။ 

듣기 대본  စာသား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④			5.	②

1.	잘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ၿပီး ဆက္လာမည့္ စကားအေနနဲ႕ အသင့္ေတာ္ဆုံးကုိ ေရြးပါ။ 

	 ①	배편으로	보내면	좀	싸요.	 ②	저쪽에	편지	봉투가	있어요.	

	 ③	특급으로	하면	3일	정도예요.				 ④	소포를	저울	위에	올려	주세요.	

1.	남:	미얀마에	소포를	보내면	며칠이나	걸려요?

         ျမန္မာကုိ ပါဆယ္ပို႔ခ်င္လုိ႔ ဘယ္ႏွရက္ေလာက္ ၾကာမ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정답 		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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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L-29



3.

	

가:	편지를																														해요.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요?

      စာ ပို႕မလို႔ပါ။ ဒီ အနီးအနားမွာ စာတိုက္ ရိွပါသလား။

나:	이	근처에는	없고	지하철역	쪽으로	가야	해요.

      ဒီအနီးအနားမွာေတာ့ မရိွဘူး၊ ေျမေအာက္ရထားဘူတာဘက္ သြားရမယ္။

					①	받으려고	 ②	보내려고	 ③	읽으려고	 ④	찾으려고

4.

	

가: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ပါဆယ္ပို႔ခ်င္လို႔။ 

나:	그럼																														위에	소포를	올려놓으세요.	

      ဒါဆို ခ်ိန္ခြင္ေပၚမွာ ပါဆယ္ကို တင္ထားပါ။

					①	전화	 ②	저울	 ③	우표	 ④	봉투

5.

	

가:	손님,	받는	사람의	주소가	없네요.	받는	사람의	주소를																													.	

      လူၾကီးမင္း၊ လက္ခံမယ့္ သူရဲ႕ လိပ္စာ မရိွဘူးျဖစ္ေနတယ္။ လက္ခံမယ့္ သူရဲ႕ လိပ္စာကုိ ေရးပါ။

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ဟုတ္ကဲ့၊ သိပါၿပီ၊ ဒီမွာပါ။

					①	쓰네요	 ②	쓰십시오	 ③	썼습니다	 ④	쓰지	마세요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စာေၾကာင္းကုိ ေရြးပါ။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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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카드입니다.  ② 엽서입니다.

 ③ 이메일입니다.  ④ 편지 봉투입니다.

2.  ① 우표를 삽니다.   ② 엽서를 씁니다.

 ③ 돈을 찾습니다.  ④ 통장 정리를 합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편지를  해요.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이 근처에는 없고 지하철역 쪽으로 가야 해요.

① 받으려고  ② 보내려고    

③ 읽으려고  ④ 찾으려고

4.  가: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나: 그럼  위에 소포를 올려놓으세요.

① 전화  ② 저울 

③ 우표   ④ 봉투

5. 가: 손님, 받는 사람의 주소가 없네요. 받는 사람의 주소를 .

 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① 쓰네요  ② 쓰십시오

③ 썼습니다  ④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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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카드입니다.		 	 ②	엽서입니다.

③	이메일입니다.			 ④	편지	봉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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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카드입니다.  ② 엽서입니다.

 ③ 이메일입니다.  ④ 편지 봉투입니다.

2.  ① 우표를 삽니다.   ② 엽서를 씁니다.

 ③ 돈을 찾습니다.  ④ 통장 정리를 합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편지를  해요.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이 근처에는 없고 지하철역 쪽으로 가야 해요.

① 받으려고  ② 보내려고    

③ 읽으려고  ④ 찾으려고

4.  가: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나: 그럼  위에 소포를 올려놓으세요.

① 전화  ② 저울 

③ 우표   ④ 봉투

5. 가: 손님, 받는 사람의 주소가 없네요. 받는 사람의 주소를 .

 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① 쓰네요  ② 쓰십시오

③ 썼습니다  ④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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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우표를	삽니다.		 ②	엽서를	씁니다.

③	돈을	찾습니다.		 ④	통장	정리를	합니다.

EPS-TOPIK 읽기  EPS-TOPIK အဖတ္ စာေမးပဲြ 

ေမးခြန္း ၁နဲ႕ ၂ကေတာ့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သင္ထားတာေတြ ကို အသံုးခ်ျပီး 
ေျဖၾကည့္ပါ။ 

ေမးခြန္း ၃ကေန ၅ကေတာ့ သင့္ေတာ္ေသာ စာလံုးေရြးေပးရမွာျဖစ္ပါတယ္။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②		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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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③			3.	③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1.		
이	소포를	항공편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ဒီပါဆယ္ကို ေလေၾကာင္းလုိင္းနဲ႕ ပို႔ခ်င္လုိ႔(ပို႕ခ)က အမ်ားၾကီးက်မလားလို႔ စိတ္ပူတယ္။ 

	 ①	기간	 ②	요금	 ③	우표	 ④	포장	

2.		
저는	미용사															을	따고	싶어서	일요일에	미용	교육을	받습니다.

ကြ်န္ေတာ္ကေတာ့ အလွအပဖန္တီးရွင္ (လက္မွတ္)ကုိ လုိခ်င္လို႔ တနဂၤေႏြေန႔မွာ အလွျပင္သင္တန္း တက္ပါတယ္။ 

	 ①	신분증	 ②	등록증	 ③	자격증	 ④	학생증

3.	다음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အာက္ပါ အညႊန္းစာတမ္းနဲ႕ပတ္သက္ေသာ ရွင္းၿပခ်က္အေနနဲ႕ မကိုက္ညီတာက ဘာလဲ။

<컴퓨터 무상 교육> <ကြန္ပ်ဴတာ အခမဲ့ သင္တန္း >

✽	일시：5월	20일(금)	16:00	~	17:00		

ေန႕ရက္၊ အခ်ိန္- ၅လပိုင္း ၂၀ရက္(ေသာၾကာ) ၁၆နာရီ-၁၇နာရီ
✽	장소：주민	센터	3층			

ေနရာ- ရပ္ကြက္ရံုး ၃လႊာ 
✽문의：02-345-2324	စံုစမ္းေမးျမန္းရန္-၀၂၃၄၅၂၃၂၄ 

	 ①	컴퓨터	수업은	오후에	시작합니다.

	 ②	한	시간	동안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③	컴퓨터를	배우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④	주민센터	삼	층에서	컴퓨터를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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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연습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발음 အသံထြက္             P-14

ေသခ်ာ နားေထာင္ျပီး လိုက္ဆိုပါ။

ကိုရီးယားဘာသာစကားမွာ အသတ္သံက တစ္သံတည္းပဲျဖစ္ပါတယ္။ ‘닭’ တုိ႔႔ ‘값’ တုိ႔လိုမ်ဳိး စကားလံုးေတြမွာ 
အသတ္က ႏွစ္လုံးျဖစ္ေနေပမဲ့ အဲဒီ ႏွစ္လုံးထဲက တစ္လုံးကုိပဲ အသံထြက္ေပးရပါတယ္။ ဥပမာ ‘닥 [tak], 갑[kap]’  
ျဖစ္ပါတယ္။

(1)	몫,	흙,	값,	읽다,	앉다		

(2)	여덟,	넓다,	젊다,	삶다

(3)	값도	싸요.	/	닭도	있어요.



ရီဟန္က အလုပ္သမားေထာက္ပံ့ေရး စင္တာသို႕ဖုန္းေခၚခဲ့တယ္။ အရင္ဆံုး သူတို႕ေျ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အဲဒီမွာ တိုက္ကြမ္ဒို သင္လို႔ရလား။ 

1.	리한	씨는	왜	센터에	전화했어요?	ရီဟန္က ဘာေၾကာင့္စင္တာကုိဖုန္းဆက္ခဲ့တာလဲ။

2.	리한	씨는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ရီဟန္က တုိက္ကြမ္ဒိုကုိကစားတတ္လား။ 

ေသခ်ာနားေထာင္ျပီး လိုက္ဆို္ျပီး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2.	아니요,	전혀	할	수	없어요.

리 한	 	여보세요.	거기	외국인력지원센터지요?	
  ဟယ္လုိ၊ အဲဒီေနရာက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ထာက္ပ့ံေရး စင္တာ မဟုတ္လား။

직 원	 	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ဟုတ္ကဲ့၊  ဘာအကူအညီေပးရမလဲ။

리 한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တုိက္ကြမ္ဒုိ သင္ခ်င္လုိ႔ အဲဒီမွာ တုိက္ကြမ္ဒုိအတန္း  
တက္လုိ႔ရလား။ 

직 원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ဟုတ္က့ဲ၊ တနဂၤေႏြေန႕မွာ တုိက္ကြမ္ဒုိ သင္တန္းရွိပါတယ္။ 

리 한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တုိက္ကြမ္ဒုိကုိ လုံးဝမသင္ဖူးလည္း ရလား။ 

직 원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ဒါေပါ့၊  တနဂၤေႏြေန႔ စင္တာကုိလာၿပီး ေဆြးေႏြးမႈလုပ္ၾကည့္ပါ။

리 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ဟုတ္ကဲ့၊ သိပါၿပီ၊ ေက်းဇူးတင္ပါတယ္။ 

30 အဲဒီမွာ တိုက္ကြမ္ဒို သင္လို႔ရလား။  355354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거기 အဲဒီေနရာက 

·	가:	거기	피자집이지요?
   အဲဒီေနရာက ပီဇာဆုိင္ 

မဟုတ္လား။
			 나:				네,	뭐	주문하시겠

습니까?
   ဟုတ္ကဲ႕၊ 

ဘာမွာမလုိ႔ပါလဲ။ 

전혀 လုံးဝ 

အမ်ားအားျဖင့္ အျငင္းဝါက်မွာ သုံးျပီး 

လုံးဝ ျငင္းဆိုျခင္းကုိ ေဖာ္ျပပါတယ္။ 

·	가:			다음	주부터	야근을	해야	

돼요.	알고	있었어요?

   ေနာက္အပတ္ကေနစၿပီး 

ညဆုိင္းဆင္းရမယ္။ 

သိထားလား။ 

			나: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

어요.

  ဟင့္အင္း၊ကြ် န္ေတာ္ 

လုံးဝမသိလုိက္ဘူး။ 

학습 안내

သင္ရိုး အညႊန္း

□ သင္ခန္းစာ ရည္ရြယ္ခ်က္  အသံုးျပဳပံုေမးျမန္းျခင္း သင္တန္းေလွ်ာက္ျခင္း။ 
□သဒၵါ  -(으)ㄹ	수	있다/없다,	-(으)려면

□ေဝါဟာရ  သင္တန္းနွင့္ ဝန္ေဆာင္မႈ  
□	သတင္းအခ်က္အလက္ႏွင္ ့ယဥ္ေက်းမႈ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အတြက္ ေထာက္ပ့ံေရး စင္တာ အသုံးျပဳမႈ

대화 1  စကားေျပာ ၁ Track 94



သင္တန္းႏွင့္ဝန္ေဆာင္မႈဆိုင္ရာေဝါဟာရမ်ားကိုရွာေဖြၾကည့္ရေအာင္။ 

양방	진료
အေနာက္တုိင္း ကုသမႈ 

한국어	교육
ကုိရီးယားစာ သင္တန္း 

컴퓨터	교육
ကြန္ပ်ဴတာသင္တန္း 

교육
သင္တန္း၊ပညာေရး

진료
ေဆးကုသမႈ

태권도	교육	
တုိက္ကြမ္ဒိုသင္တန္း 

법률	교육
ဥပေဒသင္တန္း 

안전	교육
ေဘးကင္းလုံၿခံဳေရး 

သင္တန္း 

국악	교육
ရိုးရာဂီတသင္တန္း

금융	교육	
ဘ႑ာေရးသင္တန္း 

영양	교육
အာဟာရသင္တန္း 

한방	진료
ကုိရီးယားတုိင္းရင္းေဆး 

ကုသ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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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ㄹ 수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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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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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리리 씨는 중국 음식을 ?

 나: 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보기  먹다                                    만들다                                    배우다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76 2014-06-11   오전 9:31:29

27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①     ㉠

②     ㉡

③     ㉢

④     ㉣

안전 교육

컴퓨터 교육

태권도 교육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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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ㄹ 수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으)ㄹ 수 있다/없다.’

1) 가: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나: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 불고기는 어때요?

2) 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나: 주말에 저하고 같이 외국인력센터에 갈래요? 거기에서 .

3) 가: 리리 씨는 중국 음식을 ?

 나: 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보기  먹다                                    만들다                                    배우다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76 2014-06-11   오전 9:31:29

27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①     ㉠

②     ㉡

③     ㉢

④     ㉣

안전 교육

컴퓨터 교육

태권도 교육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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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ㄹ 수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으)ㄹ 수 있다/없다.’

1) 가: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나: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 불고기는 어때요?

2) 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나: 주말에 저하고 같이 외국인력센터에 갈래요? 거기에서 .

3) 가: 리리 씨는 중국 음식을 ?

 나: 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보기  먹다                                    만들다                                    배우다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76 2014-06-11   오전 9:31:29

27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①     ㉠

②     ㉡

③     ㉢

④     ㉣

안전 교육

컴퓨터 교육

태권도 교육

한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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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ㄹ 수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으)ㄹ 수 있다/없다.’

1) 가: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나: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 불고기는 어때요?

2) 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나: 주말에 저하고 같이 외국인력센터에 갈래요? 거기에서 .

3) 가: 리리 씨는 중국 음식을 ?

 나: 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보기  먹다                                    만들다                                    배우다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76 2014-06-11   오전 9:31:29

㉠ 안전	교육 ㉡ 컴퓨터	교육 ㉢ 태권도	교육 ㉣ 한국어	교육

① ③②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ပုံကုိ ၾကည့္ၿပီး ကုိက္ညီေသာ ေဝါဟာရႏွင့္ ဆက္ေပးပါ။ 

정답 		①	㉡		②	㉣		③	㉠		④	㉢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အာက္ပါစာေၾကာင္းမ်ားကိုျဖည့္စြက္ပါ။ 

30 အဲဒီမွာ တိုက္ကြမ္ဒို သင္လို႔ရလား။  355354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어휘 1  ေ၀ါဟာရ ၁ 교육 및 서비스 သင္တန္းႏွင့္ဝန္ေဆာင္မႈ   



ၾကိယာနဲ႕ပဲတဲြသံုးၿပီး လုပ္ႏိုင္စြမ္း၊ လုပ္တတ္ျခင္းကို ေဖာ္ျပတဲ့ ေနရာမွာသံုးတယ္။ ‘-(으)ㄹ	수	있다’ ကေတာ့  
တစ္စံုတစ္ခုကို တတ္ႏုိင္စြမ္းရိွတယ္ဆိုတဲ့ အခါသံုးၿပီး ‘-(으)ㄹ	수	없다’ ကေတာ့ ကိုယ္မလုပ္နိုင္၊ 
မတတ္နိုင္တာကိုေျပာတဲ့ အခါသံုးတယ္။

자음	(ဗ်ည္း)	→	-을 수 있다/없다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ㄹ 수 있다/없다

읽다 → 읽을 수 있다
보내다 → 보낼 수 있다

만들다 → 만들 수 있다

·	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ကိုရီးယားစာ သင္ခ်င္တယ္။
				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ကိုရီးယားယဥ္ေက်းမႈဌာနမွာ ကိုရီးယားစာ သင္နိုင္တယ္။ 
·	가:	흐엉	씨는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ဟူေအာင္း၊ ကိုုရီးယားအစားအေသာက္လုပ္တတ္လား။
				나:	네,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ဟုတ္ကဲ့၊ ဘူးလ္ဂိုဂီ လုပ္တတ္တယ္။

‘-(으)ㄹ	수	있다/없다’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ဝါက်ေတြကို ျပီးေအာင္ ေရးျဖည့္ၾကည့္ 
ရေအာင္။

정답 		1.	출근할	수	없어요			2.	받을	수	없어요

정답 		1)	먹을	수	없어요		2)	배울	수	있어요		3)	만들	수	있어요

1.	몸이	아파서	오늘은																																	.					2.	지금은	바빠서	전화를																																		.	

받다														출근하다	

ထပ္ေဆာင္းေလ့လာၾကရေအာင္။ ‘-(으)ㄹ	수	있다/없다’ ကိုသံုးၿပီး ကြက္လပ္ျဖည့္ပါ။

‘-(으)ㄹ	수	있다/없다’ ကုိသုံးၿပီး ဥပမာထဲက စာလံုးေတြနဲ႕ ကြက္လပ္ျဖည့္ပါ။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ㄹ	수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ငါတို႔ ဂင္ခ်ီဟင္းရည္ စားဖို႔သြားမလား။
	 나: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	불고기는	어때요?

2)		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ကြန္ပ်ဴတာ သင္ခ်င္တယ္။
	 나:	주말에	저하고	같이	외국인력센터에	갈래요?	거기에서																				.

3)		가:	리리	씨는	중국	음식을																				?

	 나:	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ဟုတ္ကဲ့၊ ကြ်န္မ ဟင္းခ်က္ရတာကုိ ႏွစ္သက္တယ္။

보기
먹다																				만들다																				배우다

356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30 အဲဒီမွာ တိုက္ကြမ္ဒို သင္လို႔ရလား။  357

문법 1  သဒၵါ ၁ -(으)ㄹ 수 있다/없다 G30-1



ရီဟန္က စင္တာကိုသြားခဲ့တယ္။ သူဘာေၾကာင့္သြားခဲ့တာလဲ။ အရင္ဆံုး သူတို႔ ေျပာတာကို 
ႏွစ္ေခါက္ နားေထာင္ပါ။

리 한	 	저기요.	태권도	수업을	듣고	싶은데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တဆိတ္ေလာက္၊ တုိက္ကြမ္ဒိုသင္တန္းတက္ခ်င္လုိ႔ 

တုိက္ကြမ္ဒုိ အတန္း ေလွ်ာက္ခ်င္ရင္ ဘယ္လုိလုပ္ရမလဲဟင္၊ 

직 원	 	저희	센터는	처음이세요?	
  ကြ်န္ေတာ္တုိ႕ စင္တာကိို ပထမဆုံး ေရာက္ဖူးတာလား။ 

리 한	 	네,	처음이에요.	
 ဟုတ္ကဲ့၊ ပထမဆုံးပါ။

직 원	 	그러면	먼저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릴	

게요.	그	후에	상담을	받고	태권도	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အဲဒါဆုိရင္ အရင္ဆုံး အသုံးျပဳသူကတ္လုပ္ေပးမယ္။ 

ေနာက္ၿပီးမွ ေဆြးေႏြးမႈျပဳလုပ္ၿပီး တုိက္ကြမ္ဒိုသင္တန္း 
ေလွ်ာက္ရင္ရပါၿပီ။ နုိင္ငံျခားသားမွတ္ပုံတင္ကတ္ယူလာလား။ 

리 한	 	네,	여기	있어요.	
  ဟုတ္ကဲ့၊ ဒီမွာ ရိွပါတယ္။

먼저 အရင္ 

·	먼저	들어가십시오.

  အရင္ ဝင္သြားပါ။ 

·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ကုိရီိးယားသြားရင္ 
အရင္ဆုံးဘာလုပ္ခ်င္လဲ။ 

어떻게	해야	돼요?
ဘယ္လိုလုပ္ရမလဲဟင္၊
နည္းလမ္းကုိ ေမးတဲ့အခါ  
သုံးပါတယ္။
·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ဘဏ္စာအုပ္လုပ္ခ်င္လို႔ 
ဘယ္လုိလုပ္ရမလဲဟင္။ 

·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ကုိရီးယားသူငယ္ခ်င္းနဲ႕ခင္ခ်င္လုိ႕ 
ဘယ္လို လုပ္ရမလဲဟင္။ 

1.	리한	씨는	센터에서	무슨	수업을	들을	거예요?
 ရီဟန္က စင္တာမွာ ဘာအတန္းတက္မွာလဲ။ 

2.	센터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해요?
 စင္တာမွာ အတန္းတက္ခ်င္ရင္အရင္ဆုံး ဘာကုိလုပ္ရသလဲ။ 

ေသခ်ာနားေထာင္လိုက္ဆိုျပီးျပီဆိုရင္ ေအာက္က ေမးခြန္းေတြ ေျဖၾကည့္ၾကရေအာင္။ 

정답 			1.	태권도	수업을	들을	거예요.			2.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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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စကားေျပာ ၂ Track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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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အတြက္ ေထာက္ပံ့ေရး စင္တာ အသံုးျပဳမႈနဲ႔ပတ္သက္ေသာ 
အသံုးအႏႈန္းေတြရွာၾကည့္ရေအာင္။ 

예약하다
ႀကိဳတင္စာရင္းေပးသည္၊

상담을	받다
 ေဆြးေႏြးမႈ ခံယူသည္။ 

교육을	신청하다
သင္တန္းေလွ်ာက္သည္

교육을	받다
သင္တန္းတက္သည္

이용하다
အသုံးၿပဳသည္။ 

행사에	참여하다
အခမ္းအနားမွာပါဝင္သည္။ 

문화	체험을	하다
ယဥ္ေက်းမႈ ႔အေတြ႕ 

အၾကံဳယူသည္။ 

자원	봉사를	하다
ပရဟိတလုပ္သည္။ 

•	수업을	듣고	싶으면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သင္တန္းတက္ခ်င္လုိ႔ရင္ စင္တာမွာေဆြးေႏြးမႈခံယူၾကည့္ပါ။ 

•	센터에서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စင္တာမွာ ကုိရီးယား ယဥ္ေက်းမႈ အေတြ႔အၾကံဳယူနုိင္တယ္။

•	전화를	해서	예약한	후에	방문하세요. ဖုန္းဆက္ၿပီး ႀကိဳတင္ဘြတ္ကင္လုပ္ၿပီးမွသြားပါ။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ပံုနဲ႕ ကိုက္ညီေသာ အသံုးကို(ဥပမာ) ထဲက ေရြးၿပီး ထ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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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위의 표현을 사용해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Using the expression above,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교육을 신청하고 싶어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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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태권도 교육을 받고 싶어요. 

 나:  여기 신청서를 쓰세요. 

① 태권도 교육을 받으면 

② 태권도 교육을 받으려면  

2) 가: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요?  

 나:  여러 가지 채소하고 밥이 필요해요.

① 비빔밥을 만들어서 

② 비빔밥을 만들려면 

보기 행사에 참여하다            교육을 신청하다            자원 봉사를 하다            상담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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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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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행사에	참여하다	 	 교육을	신청하다	 	 자원	봉사를	하다	 	 상담을	받다

1)	 2) 3) 4)

အေပၚကေဝါဟာရေတြကို မၾကည့္ဘဲ ေျဖၾကည့္ပါ။ 

정답 		1)	행사에	참여하다		2)	상담을	받다		3)	교육을	신청하다			4)	자원	봉사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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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စကားေျပာကို ဖတ္ၿပီး အေျဖမွန္ေရြးပါ။

1)	
가:	태권도	교육을	받고	싶어요.	တုိက္ကြမ္ဒုိ သင္တန္းတက္ခ်င္လုိ႔ပါ။

나:																																		여기	신청서를	쓰세요.	တုိက္ကြမ္ဒုိ သင္တန္းတက္ခ်င္ရင္ ဒီမွာ ေလွ်ာက္လႊာေရးပါ။ 

					①	태권도	교육을	받으면	 ②	태권도	교육을	받으려면

2)	 가: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요?	ထမင္းသုပ္မွာ ဘာေတြပါလဲ။

나:																																				여러	가지	채소하고	밥이	필요해요.			

ထမင္းသုပ္ လုပ္ခ်င္ရင္ အရြက္ေပါင္းစုံနဲ႕ထမင္း လုိတယ္။ 
				

					①	비빔밥을	만들어서	 	 ②	비빔밥을	만들려면

정답 			1)	②				2)	②

ၾကိယာနဲ႕တဲြတယ္။ တစ္စံုတစ္ခုကို ျဖစ္ေျမာက္ခ်င္တာကိုေျပာတဲ့အခါ သံုးေသာ အသံုးျဖစ္တယ္။

자음	(ဗ်ည္း)	→	-으려면 모음	(သရ),	자음	(ဗ်ည္း)	‘ㄹ’	→	-려면

받다 → 받으려면
마시다 → 마시려면

만들다 → 만들려면

·	가:	컴퓨터	교육은	어디에서	신청해요?	ကြန္ပ်ဴတာ သင္တန္း ဘယ္လိုေလွ်ာက္ရလဲ။
				나:	컴퓨터	교육을	신청하려면	1층으로	내려가세요.		

									ကြန္ပ်ဴတာ သင္တန္း ေလွ်ာက္ခ်င္ရင္ ၁လႊာသို႔ ဆင္းသြားပါ။
·	가: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어요.	ဂင္ခ်ီဟင္းရည္ ခ်က္ခ်င္တယ္။
				나: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김치하고	고기가	필요해요.		

									ဂင္ခ်ီဟင္းရည္ ခ်က္ခ်င္ရင္ ဂင္ခ်ီ နဲ႕ အသား လိုအပ္တယ္။ 
·	소포를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야	해요.	ပါဆယ္ပို႔ခ်င္ရင္ စာတိုက္သို႔ သြားရမယ္။

‘-(으)려면’ ရဲ႕ အသုံးကုိ နားလည္ရင္ ဥပမာဝါက်ေတြကုိ ျပီးေအာင္ ေရးျဖည့္ၾကည့္ရေအာ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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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80   한국어 표준교재

1)   2)

3)   4)

활동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가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make the conversations at the institutions supporting migrant workers.

보기

컴퓨터 교육을 받다

가: 여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나:   네, 컴퓨터 교육을 받으려면 이 신청서를 

쓰세요. 

상담을 받다

문화 체험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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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가:	여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나:	네,	상담을	받으려면	먼저	예약하세요.

2)	가:	여기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	네,	행사에	참여하려면	먼저	신청서를	쓰세요.

3)	가:	여기에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나:	네,	문화	체험을	하려면	내일까지	신청하세요.

4)	가:	여기에서	자원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나:	네,	자원	봉사를	하려면	일요일에	오세요.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အတြက္ ေထာက္ပံ့ေရး စင္တာကုိ သြားၿပီး (ဥပမာ)လုိမ်ိဳး ေျပာၾကည့္ပါ။

먼저

예약하다

신청서를

쓰다

일요일에

오다

1)	

3)	

상담을	받다 행사에	참여하다

문화	체험을	하다 자원	봉사를	하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가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4)	

가:	여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ဒီမွာ ကြန္ပ်ဴတာ သင္တန္းတက္လို႔ရလား။

나:		네,	컴퓨터	교육을	받으려면	이	신청서를	

쓰세요.
	  ဟုတ္ကဲ့၊ ကြန္ပ်ဴတာ သင္တန္း တက္ခ်င္ရင္ 

ေလွ်ာက္လႊာေရးပါ။
컴퓨터	교육을	받다

신청서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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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န္ပ်ဴတာသင္တန္းတက္သည္။ 

တိုင္ပင္ေဆြးေႏြးသည္

ယဥ္ေက်းမႈ အေတြ႔အၾကံဳယူသည္

ပြဲတက္ေရာက္သည္

လုပ္အားေပး လုပ္သည္

2)	

ေလွ်ာက္လႊာေရးသည္။ 

활동  အသံုးခ်သင္ခန္းစာမ်ား

유용한 표현  အသုံးဝင္ေသာ အသံုးအႏႈန္းမ်ား 

그게	좋겠어요.	အဲဒါေကာင္းလိမ့္မယ္။ 

가:	점심부터	먹고	일할까요?	ေန႕လယ္စာ အရင္စားၿပီးအလုပ္လုပ္မလား။
나:	그게 좋겠어요.	အဲဒါ ေကာင္းလိမ့္မယ္။

ၾကိဳတင္ 
ဘြတ္ကင္လုပ္သည္

ေလွ်ာက္လႊာ 
ေရးသည္

တနဂၤေႏြေန႔တြင္ 
လာသည္ 

내일까지

신청하다

မနက္ျဖန္ေနာက္ဆုံးထား၍ 
ေလွ်ာက္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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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기관 
နိုင္ငံျခားသား အလုပ္သမားမ်ားအတြက္ ေထာက္ပံ့ေရး ဌာန 

외국인력상담센터	ႏုိ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ဆြးေႏြးမႈစင္တာ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공공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다양한	외국어로	서비스되고	있어	한국

어를	잘	모르는	근로자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상담은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전화	상

담은	홈페이지(www.hugkorea.or.kr)	게시판에	상담	내용과	전화번호,	예약	시간을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

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ဆြးေႏြးမႈစင္တာကေတာ့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င့္ အလုပ္ရွင္ အမ်ားျပည္သူ 
ေထာက္ပံ႔မႈအတြက္ ဖြင့္လွစ္ထားေသာ ဌာနျဖစ္ပါတယ္။ နိုင္ငံတကာဘာသာစကားနဲ႕ ဝန္ေဆာင္မႈေပးေနတဲ့အတြက္ 
ကိုရီးယားစကားေကာင္းေကာင္း မတတ္ေသာ အလုပ္သမားမ်ားလည္း လြယ္ကူစြာ အကူအညီ ရယူနုိင္ပါတယ္ 
။ၾကိဳတင္စာရင္းေပးၿပီး ေဆြးေႏြးမႈကုိေတာ့ ဖုန္းနဲ႕ေဆြးေႏြးမႈနဲ႕ လူေတြ႕ ေဆြးေႏြးမႈဆုိၿပီး ရွိၿပီး၊ ဖုန္းနဲ႕ ေဆြးေႏြးမႈကေတာ့ home 
page((www.hugkorea.or.kr) ေၾကျငာဘုတ္မွာ ေဆြးေႏြးလိုေသာအေၾကာင္းအရာႏွင့္ ဖုန္းနံပါတ္၊ အခ်ိန္ကို ခ်န္ထားခဲ့ရင္ 
ေဆြးေႏြးေပးမည့္သူမွ ဖုန္းဆက္ေပးပါတယ္။ ေနာက္ၿပီး လူေတြ႕ေဆြးေႏြးမႈလုပ္ခ်င္ရင္ ၾကိဳတင္ ခ်ိန္းဆိုမႈ ယူထားတာ 
ေကာင္းပါတယ္။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및	프로그램	소개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အတြက္ ေထာက္ပံ့ေရး 
စင္တာ အေနအထားနွင့္ အစီအစဥ္ မိတ္ဆက္

외국인력지원센터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를	돕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의	여러	가

지	교육	뿐만	아니라	고충	상담,	생활	법률,	국가별	커뮤니티	

행사나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အတြက္ ေထာက္ပံ့ေရး 
စင္တာကတာ့ ကိုရီးယားမွာ ေနထိုင္လ်က္ရိွေသာ 
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မ်ားကို ကူညီဖို႔အတြက္ 
အဖြဲ႕အစည္းျဖစ္ၿပီး၊ ကိုရီးယားစာ၊ ကြန္ပ်ဴတာသင္တန္း 
စတဲ့ သင္တန္းမ်ားသာမက အၾကံေပး ေဆြးေႏြးမႈ၊ 
ေနထိုင္မႈ ဥပေဒ၊ နိုင္ငံအလိုက္ ပဲြေတာ္မ်ား၊ 
ယဥ္ေက်းမႈ အေတြ႕အၾကံဳသစ္မ်ား စတဲ့ ပဲြေတာ္မ်ားကို  
စီစဥ္ေပးလ်က္ရိွပါတယ္။

지역별	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서울)	 www.migrantok.org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www.ufc.or.kr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www.mfwc.or.kr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www.gimhaekorea.or.kr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www.dfwc.or.kr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www.infc.or.kr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www.cfwc.or.kr

■ 상담 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1577-0071,	상담시간	09:00~18:00	상시	운영
■ 상담 전화번호: 1577-0071

1 0– +
한국어 +1 *

한국어 미얀마어	태국어	

중국어 키르키스스탄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동티모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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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뱅골어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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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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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공공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다양한 외국

어로 서비스되고 있어 한국어를 잘 모르는 근로자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상담

은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전화 상담은 홈페이지(www.hugkorea.or.kr) 

게시판에 상담 내용과 전화번호, 예약 시간을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방문해

서 상담을 받고 싶으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Korea supports migrant workers and business owners who hire migrant workers. As multilingual consultations are 
provided in the center, migrant workers who are not fl uent in Korean fi nd no diffi  culty in making inquiries. Phone consultation 
and one-on-one consultation at the center are available. As for the phone consultation, you can leave you concerns, phone 
number, and available hours on the website (www.hugkorea.or.kr), so one of the consultants may contact you. If you want to 
visit the center, you should schedule an appointment beforehand. 

■ 상담시간: 전국어디에서나 1577-0071, 상담시간 09:00~18:00  상시운영

■ 상담전화번호: 1577-0071

1 5 7 7 0 0 7 1-
한국어 1   +  *   

영어/English  5   +  *
+

한국어 1

중국어 2

베트남어 3

따갈로그어 4
(필리핀)

영어 5

태국어 6

인도네시아어 7

싱할라어 8
(스리랑카)

몽골어 9

우즈베크어 10

크메르어 11
(캄보디아)

뱅골어 12
(방글라데시)

우르드어 13
(파키스탄)

네팔어 14

미얀마어 15

키르키스스탄어 16

동티모르어 17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및 프로그램 소개 
Branches of the Korea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and their programs

외 국 인력 지 원 센터 는  한 국 에 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돕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의 여러 가지 교육뿐만 아니라 

고충 상담, 생활 법률, 국가별 커뮤니티 

행사나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support migrant workers by providing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Korean lessons and 
computer lessons. It also provides consultations, 
legal services, multinational events and festivals, 
and other cultural experiences festivals.  

지역별 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서울) www.migrantok.org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www.ufc.or.kr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www.mfw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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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သတင္းအခ်က္အလက ္



EPS-TOPIK 듣기  EPS-TOPIK အၾကား စာေမးပဲြ

အေၾကာင္းအရာ တစ္ခုကုိ နားေထာင္ၿပီး ေမးခြန္း ႏွစ္ခုကုိ ေျဖပါ။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왜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갔습니까?

 ေယာက်္ားေလးက ဘာေၾကာင့္ နိုင္ငံျခားသား အလုပ္သမား ေထာက္ပံ့ေရး စင္တာကုိ သြားခဲ့တာလဲ။
	 ①	상담을	받고	싶어서		 ②	자원	봉사를	하고	싶어서

	 ③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④	무료	진료를	받고	싶어서

5.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ယာက်္ားေလးက ဘာကုိလုပ္ရမွာလဲ။
	 ①	돈을	내야	합니다.		 ②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③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④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မးခြန္း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1~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네,	신청서를	쓰세요.

	 ②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③	네,	어제	태권도를	했어요.

	 ④	아니요,	예약을	하면	돼요.

2.		①	한국	문화를	배울게요.

	 ②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③	문화	체험을	하고	싶어요.

	 ④	한국	요리도	하고	박물관도	가요.

3.		①	상담을	받았어요.

	 ②	영양	교육을	받고	싶어요.

	 ③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④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Track 96

ေမးခြန္း ၁ကေန ၃ကေတာ့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ကို အရင္ဆံုးဖတ္ပါ။ 

ေမးခြန္း ၄နဲ႕ ၅ကေတာ့ စကားေျပာကို နားေထာင္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စကားေျပာကို 
နားမေထာင္ခင္မွာ ေမးခြန္းမ်ားကို အရင္ဆံုးဖတ္ၾကည့္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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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③

정답 		1.	①		2.	④			3.	④		4.	③		5.	③

1.	남: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ဒီမွာ တုိက္ကြမ္ဒို သင္တန္း တက္လုိ႔ရလား။ 

2.	여:	거기에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ဒီမွာဘယ္လုိယဥ္ေက်းမႈအေတြ႕အၾကံဳေတြေလ့လာလုိ႔ရလဲ။ 

3.	남: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အခမဲ့ ေဆးကုသူမႈ ခံယူလုိလွ်င္ ဘယ္လုိလုပ္ရမလဲ။

4-5.	여:	어떻게	오셨어요?	ဘာအကူအညီေပးရမလဲ။ 

	 남: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ကုိရီးယားစာသင္တန္းေလွ်ာက္ခ်င္လို႔ ဘယ္လုိလုပ္ရမလဲ။ 
	 여: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ဒါဆုိ အရင္ဆုံး ဒီေလွ်ာက္လႊာကုိ ေရးၿပီးခဏေစာင့္ေပးပါ။ 

듣기 대본  စာသား 

[1~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သခ်ာ နားေထာင္ၿပီး ေနာက္လာမယ့္ စကားအေနနဲ႕ ကိုက္ညီတာကို ေရြးပါ။

1.		①	소포	포장을	다시	해	주세요.	 										②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③	항공편을	이용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④	물건이	작으니까	요금이	비싸지	않을	거예요.

2.		①	오는	데	30분쯤	걸렸어요.	 	 										②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멀어요.

				③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왔어요.	 ④	오늘	아침에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1.	여:	미얀마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မန္မာသုိ႔ ပါဆယ္ပို႕ခ်င္လုိ႔ ဘယ္ေလာက္ၾကာမလဲ။

2.	남:	수지	씨는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ဆူဂ်ီက အေဆာင္ကေန ဒီအထိ ဘယ္လုိ လာခဲ့တာလဲ။

확장 연습 듣기 대본  ထပ္ေဆာင္း ေလ့က်င့္ရန္ စာ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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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과_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28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휴게실에서 쉽니다.   ② 컴퓨터를 배웁니다. 

 ③ 친구하고 운동을 합니다.  ④ 무료 진료를 받습니다.

2.  ① 상담을 받습니다.    ② 행사를 예약합니다. 

 ③ 행사에 참여합니다.              ④ 교육을 신청합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3. 다음 안내판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교육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② 세 시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③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④ 교육을 하는 곳은 205호입니다. 

4. 베트남 사람은 법률 교육을 받으러 언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① 8월 23일 오후 4시, 303호

② 8월 23일 오후 4시, 304호

③ 8월 30일 오후 4시, 304호

④ 8월 30일 오전 11시, 501호

5. 이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진료를 받고 돈을 내야 합니다.  

② 요리를 배우려면 11시까지 가야 합니다. 

③ 매주 일요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매주 화요일에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안전 교육

시간: 8월 6일(토) 
15:00~17:00

장소: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205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용 안내

* 한국 요리 교실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205호

* 무료 진료 
시간: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회의실
진료 과목: 내과, 치과, 한방 진료

 법률 교육

일시 장소 대상

8월 23일 16:00 303호 몽골

8월 23일 16:00 304호 베트남

8월 30일 11:00 501호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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ဗီယက္နမ္ လူမ်ိဳးက ဥပေဒသင္တန္း တက္ခ်င္လို႕ ဘယ္အခ်ိန္ ဘယ္ေနရာကုိ သြားရမလဲ။

ေအာက္ပါ ေၾကညာဆုိင္းဘုတ္ရဲ႕ ရွင္းလင္းခ်က္ အေနနဲ႕ မကုိက္ညီတာကုိ ေရြးပါ။

법률	교육		ဥပေဒသင္တန္း
일시	အခ်ိန္ 장소 ေနရာ 대상 သင္တန္းသား

8월	23일	16:00	

၈လပိုင္း 23ရက္ 16:00
303호	

အခန္း နံပါတ္ 303
몽골	

မြန္ဂို
8월	23일	16:00	

၈လပိုင္း 23ရက္ 16:00
304호	

အခန္းနံပါတ္ 304 
베트남	

ဗီယက္နမ္ 
8월	30일	11:00	

၈လပိုင္း 30 ရက္11:00
501호	

အခန္းနံပါတ္ 501  
방글라데시	

ဘဂၤလားေဒ႕ရ္ွ 

안전교육	
လံုၿခံဳေရးသင္တန္း 

시간:	8월	6일(토) အခ်ိ န္- ၈လပိုင္း ၆ရက္(စေန) 

								15:00~17:00

장소: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205호		
ေနရာ-ကိုရီးယား ႏိုင္ငံျခားသား အေထာက္အကူျပဳစင္တာ 
အခန္းနံပါတ္ ၂၀၅

①	교육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②	세	시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③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④	교육을	하는	곳은	205호입니다.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အာက္ပါ ပံုကို ၾကည့္ၿပီး မွန္ကန္ေသာ စာေၾကာင္းကို ေရြးပါ။ 

1.

2.

①	휴게실에서	쉽니다.		 ②	컴퓨터를	배웁니다.

③	친구하고	운동을	합니다.		④	무료	진료를	받습니다.

①	상담을	받습니다.		 ②	행사를	예약합니다.

③	행사에	참여합니다.		 ④	교육을	신청합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အာက္ပါ ေမးခြန္းမ်ား ေျဖပါ။ 

①	8월	23일	오후	4시,	303호

②	8월	23일	오후	4시,	304호

③	8월	30일	오후	4시,	304호

④	8월	30일	오전	11시,	501호

3.	다음	안내판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4.	베트남	사람은	법률	교육을	받으러	언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မးခြန္း ၁ နဲ႕ ၂ ကေတာ့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ရြးရမွာျဖစ္ပါတယ္။ သင္ထားတာေတြကို 
အသံုးခ်ၿပီး ေျဖၾကည့္ပါ။ 

ပံုကို ၾကည့္ၿပီး အေျဖမွန္ကို ေရြး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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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료를	받고	돈을	내야	합니다.

②	요리를	배우려면	11시까지	가야	합니다.

③	매주	일요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매주	화요일에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용 안내	

 ကိုရီးယားနိင္ငံျခားသားအလုပ္သမား ေထာက္ပံ့ေရး စင္တာ အသံုးျပဳမႈ လမ္းညႊန္

✽	한국요리	교실	ကိုရီးယားဟင္း အခ်က္အျပဳတ္ သင္တန္း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အခ်ိန္-အပတ္စဥ္ အဂၤါေန႕ မနက္ ၁၁နာရီ။	
장소:	205호	ေနရာ- အခန္း ၂၀၅ 

✽	무료	진료	အခမဲ့ ေဆးကုသမ	ူ
시간: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2시	အခ်ိန္-လစဥ္ ဒုတိယေျမာက္အပတ္ တနဂၤေႏြေန႕ ေန႔လယ္ ၂နာရီ။	
장소:	회의실	ေနရာ-အစည္းအေဝးခန္း	
진료	과목:	내과,	치과,	한방진료		

ကုသေပးမည့္ဌာနမ်ား-ဝမ္းဗိုက္ႏွင့္ ကိုယ္တြင္းေရာဂါ ကုသေရးဌာန၊ သြားႏွင့္ခံတြင္း၊ တိုင္းရင္းေဆး 

5.	이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ဒီေၾကာ္ျငာရွင္းျပခ်က္အေနနဲ႕ မကုိက္ညီတာကုိေရြးပါ။ 

정답 		1.	②		2.	③		3.	②		4.	②		5.	①

정답 		1.	④				2.	③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ကြက္လပ္ထဲ ျဖည့္ရန္ အသင့္ေတာ္ဆံုးကုိ ေရြးပါ။ 

1.		
반장님이	얼마	전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팀	사람들을	내일	저녁에	초대하셔서

																		선물로	세제를	사	가려고	합니다.

ဆရာက မၾကာေသးခင္ကပဲ အိမ္သစ္သို႕ေျပာင္းသြားခဲ့တယ္။ ငါတုိ႕အဖြဲ႕သားေတြကုိ မနက္ျဖန္ ညေနမွာ 
ဖိတ္ထားလုိ႕ အိမ္တက္ လက္ေဆာင္အေနနဲ႕ ဆပ္ျပာမႈန္႕ ဝယ္သြားမလုိ႔ပါ။

	 ①	출근	 ②	승진	 ③	환송회	 ④	집들이	

2.		
물건을	살	때																		을/를	꼭	받으세요.	나중에	물건을	바꾸거나	환불할	때	필요해요.

ပစၥည္းဝယ္တဲ့အခါ ေဘလ္စာရြက္ကုိ ဆက္ဆက္ေတာင္းပါ။ ေနာင္အခါ ပစၥည္း ျပန္လဲခ်င္တဲ့ အခါပဲျဖစ္ျဖစ္ 
ေငြျပန္အမ္းခိုင္းတဲ့ အခါမွာ လုိအပ္တယ္။

	 ①	잔돈		 ②	할인권		 ③	영수증		 ④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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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격 ေစ်းႏႈန္း 130

가깝다 နီးကပ္သည ္ 154

가끔 တစ္ခါတစ္ေလ 186

가능하다 ျဖစ္ႏုိင္သည ္ 154

가방 လြယ္အိတ္ 82

가운데(중간) အလယ္(စပ္ၾကား) 142

가을 ေဆာင္းဦး 175

가족 မိသားစ ု 103

가족사진 မိသားစုဓာတ္ပံ ု 82

간단하다 ရိုးရွင္းသည ္ 154

간식 သေရစာ 169

간호사 သူနာျပဳ 70

갈비탕 နံရိုးဟင္းခ်ဳိ 169

갈아타다 / 환승하다 ေျပာင္းစီးသည္ 214

감기약 အေအးမိေပ်ာက္ေဆး 313

감기에 걸리다 အေအးမိသည္ 310

감자탕 ဝက္သားအာလူးဟင္း 169

감정 စိတ္ခံစားခ်က္ 178

값 ေစ်းႏႈန္း 130

강 ျမစ္ 199

같다 တူသည္ 154

개강 သင္တန္းစရက္ 286

개천절 ႏုိင္ငံေတာ္တည္ေထာင္သည့္ အထိမ္းအမွတ္ေန႔ 121

거기 အဲဒီမွာ 79

거울 မွန္ 82

건너편 လမ္းတစ္ဖက္ျခမ္း 142

걷다 လမ္းေလွ်ာက္သည္ 214

걸레 ၾကမ္းတိုက္အဝတ္ 235

걸어가다 လမ္းေလွ်ာက္သြားသည္ 214

걸어오다 လမ္းေလွ်ာက္လာသည ္ 214

검색 엔진 အခ်က္အလက္ ရွာရန္ စာမ်က္ႏွာ 226

게임하다 ဂိမ္းေဆာ့သည္ 118

겨울 ေဆာင္းရာသီ 175

경찰관 ရဲ 70

경찰서 ရဲစခန္း 153

경치가 좋다 ရႈခင္းလွသည္ 199

계시다 (လူၾကီး)ရွိသည္ 271

계절 ဥတုရာသီ 175

계좌 번호 ဘဏ္အေကာင့္နံပါတ္ 331

계좌 이체 ဘဏ္အေကာင့္မွ ေငြလႊဲျခင္း 334

고개를 돌리다 မ်က္ႏွာလႊဲေက်ာခိုင္းသည္ 274

고르다 ေရြးခ်ယ္သည ္ 163

골목 လမ္းၾကား 145

골프를 치다 ေဂါက္(သီး)ရိုက္သည ္ 190

공무원 အစုိးရဝန္ထမ္း 70

공부하다 စာေလ့လာသည္ 283

공원 ပန္းျခ ံ 118

공항 ေလဆိပ ္ 211

공휴일 အစိုးရရံုးပိတ္ရက္ 121

과목 ဘာသာရပ ္ 286

과속 금지 အရွိန္လြန ္မေမာင္းရ 259

과일 သစ္သီးဝလံ 127

과자 မုန္႔ 127

과정 သင္တန္း 286

관공서 အစိုးရရံုးဌာန 153

광복절 လြတ္လပ္ေရးေန႔ 121

괜찮다 အဆင္ေျပပါသည္၊ အိုေကျဖစ္သည္၊ ကိစၥမရွိပါ 151

교실 စာသင္ခန္း 286

교육 ပညာေရး 286

교육을 받다 သင္တန္းတက္သည္ 358

교육을 신청하다 သင္တန္းေလွ်ာက္ထားသည္ 358

교인 ဘာသာေရးသမား  298

교통 လမ္းပန္းဆက္သြယ္ေရး/သြားလာေရး 211

교회 ဘုရားေက်ာင္း 295

구급함 ေဆးေသတၱာ 313

구두 ရွဴးဖိနပ ္ 133

구월 စက္တင္ဘာလ 181

구청 ျမိဳ႕နယ္ရံုး 153

국악 교육 ရုိးရာဂီတ သင္တန္း 355

국제 특급(EMS) အၿပည္ၿပည္ဆုိင္ရာအျမန္ေခ်ာပုိ႔ 346

군만두 ဖက္ထုပ္ေၾကာ္ 169

귀 နားရြက ္ 307

그치다 (မိုး) တိတ္သည္။ 175

근로자의 날 အလုပ္သမားေန႔ 121

금연 ေဆးလိပ္ မေသာက္ရ 259

금융 교육 ဘ႑ာေရး သင္တန္း 355

금지 တားျမစ္ခ်က္ 259

기관 ဌာန 286

기념품을 사다 အမွတ္တရပစၥည္း ဝယ္သည္ 202

기다리다 ေစာင့္သည ္ 247

어휘 색인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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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다 ဆုေတာင္းသည္/ဝတ္ျပဳသည ္ 298

기독교 ခရစ္ယာန္ဘာသာ 295

기분 စိတ္ခံစားမႈ 178

기분이 나쁘다 စိတ္ကြက္သည္/စိတ္ဆိုးသည ္ 178

기분이 좋다 စိတ္ေပ်ာ္သည ္ 178

기쁘다 ေပ်ာ္ရႊင္သည ္ 178

기숙사 အေဆာင္ 79

기술자 အင္ဂ်င္နီယာ  70

기차 ရထား 211

기차역 ရထားဘူတာရုံ 211

기침을 하다 ေခ်ာင္းဆိုးသည္ 310

기타를 치다 ဂီတာတီးသည္ 187

길 လမ္း 145

김밥 ထမင္းလိပ္ 169

김치찌개 ဂင္မ္ခ်ီဟင္းရည္ 169

깁스를 하다 ေက်ာက္ပတ္တီးစည္းသည္ 322

깎다 (값을) ေစ်းဆစ္သည္ 130

깨끗하다 သန္႔ရွင္းသည္ 235

ㄴ
나 ငါ 103

나가다 ထြက္သြားသည္ 139

나라 ႏုိင္ငံ 67

나오다 ထြက္လာသည္ 139

낚시하다 ငါးမွ်ားသည္ 187

날씨 ရာသီဥတု 175

날씨가 나쁘다 ရာသီဥတုမေကာင္းျဖစ္သည္ 175

날씨가 좋다 ရာသီဥတု ေကာင္းသည္ 175

날씬하다 ပိန္သြယ္သည္ 106

날짜 ရက္စြဲ 115

남동생 ေမာင္ေလး/ညီေလး 103

남편 ခင္ပြန္း 103

낮 ေန႔အခ်ိန္ 94

내과 ကုိယ္တြင္းေရာဂါရွာေဖြကုသေရးဌာန 319

내년 လာမယ့္ႏွစ္ 115

내려가다 ဆင္းသြားသည္ 139

내려오다 ဆင္းလာသည္ 139

내리다 ဆင္းသည္ 214

내일 မနက္ျဖန္ 94

냄비 ဟင္းခ်က္အိုး/ဒယ္အိုး 238

넣다 ထည့္သည္ 130

네팔 နီေပါ 67

넥타이 နက္ခ္တိုင္ 133

노래방 ကာရာအိုေကဆိုင္ 118

노래하다 သီခ်င္းဆိုသည္ 118

놀이공원 ကစားကြင္း 199

농구하다 ဘတ္စ္ကတ္ေဘာ ကစားသည္ 190

농부 လယ္သမား 70

누나 (ေယာက္်ားေလးရဲ႕)အစ္မ 103

눈 မ်က္လုံး 307

눈이 오다 ႏွင္းက်သည္ 175

늦다 ေနာက္က်သည္ 154

ㄷ
다르다 မတူညီကြဲျပားျခားနားသည ္ 154

다리 ေျခေထာက္ 22

다리가 부러지다 ေျခေထာက္က်ဳိးသည္ 310

다리를 꼬고 앉다 ေျခခ်ိတ္ထုိင္သည္ 274

다리를 떨다 (ေျခေထာက္လႈပ္သည္)ဒူးနံ႔သည္ 274

다리를 벌려서 앉다 

ေျခေထာက္ကားျပီး ထိုင္သည္/ျဖဲကားထုိင္သည္
262

다리미 မီးပူ 238

다음 달 လာမယ့္လ 115

다음 주 လာမယ့္အပတ္ 115

닦다 သုတ္သည္ 235

달다 ခ်ဳိသည္ 166

담배꽁초를 버리다 ေဆးလိပ္တုို ပစ္သည္ 262

담배를 피우다 ေဆးလိပ္ ေသာက္သည ္ 262

대출하다 ေခ်းေငြယူသည္ 334

댁 (လူၾကီး) အိမ္ 271

더럽다 ညစ္ပတ္သည္ 235

덥다 ပူအိုက္သည္ 175

도로 လမ္းမၾကီး 145

도서관 စာၾကည့္တိုက္ 118

도착하다 ဆုိက္ေရာက္သည္ 202

도청 ျပည္နယ္ရံုး 153

독서하다 စာဖတ္သည္ 187

돈 (현금) ေငြ(ေငြသား) 130

돈가스 ဝက္သားျပားေၾကာ္ 169

돌아가다 ျပန္သြားသည္ 139

돌아가시다 ဆုံးပါးသည္ 271

돌아오다 ျပန္လာသည္ 139

동굴 လႈိဏ္ဂူ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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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류 တိရစာၦန္(အမ်ိဳးအစား) 349

동작 လႈပ္ရွားမႈပံုစ ံ 118

동전 အေၾကြေစ ့ 130

동티모르 အေရွ႕တီေမာ 67

된장찌개 ပဲငါးပိဟင္းရည္ 169

뒤 အေနာက္ျခမ္း 142

드라마 촬영지 ရုပ္ရွင္ရိုက္ကြင္း 199

드리다 (လူၾကီးထံ) ေပးသည္ 271

들어가다 ဝင္သြားသည္ 139

들어오다 ဝင္လာသည္ 139

등기 우편 မွတ္ပုံတင္ျပီး စာပို႔ျခင္း 346

등산 동호회 ေတာင္တက္အသင္း 189

등산하다 ေတာင္တက္သည္ 187

따뜻하다 ေႏြးေထြးသည္ 175

따라하다 လိုက္လုပ္သည္ 283

딸 သမီး 103

떠들다 ဆူညံစြာ စကားေျပာသည္ 262

떡볶이 ေသာ့ပုိ႔ကီ(ေကာက္ညႇင္းေခ်ာင္းေၾကာ္) 169

똑똑하다 ေတာ္သည္/ထက္သည္ 106

뚱뚱하다 ဝသည္ 106

뛰어다니다 ေျပးသြားေျပးလာလုပ္သည ္ 262

ㄹ

라면 အသင့္စား ေခါက္ဆြဲျပဳတ္ 127

로그아웃 အေကာင့္ထဲမွ ထြက္သည္ 226

로그인 အေကာင့္ထဲသုိ႔ ဝင္သည္ 226

린스 ဆံပင္ေပ်ာ့ေဆး 85

ㅁ

마을버스 ျမိဳ႕တြင္း ခရီးတုိ ဘတ္စ္ကား 211

마중 나가다 သြားၾကိဳသည္ 250

마트 ေစ်း(mart) 79

많다 မ်ားသည္ 103

말씀하시다 (လူၾကီးက)ေျပာသည္ 271

맑다 ၾကည္လင္သည္ 175

맛 အရသာ 166

맛없다 အရသာမရွိသည္ 166

맛있다 အရသာရိွသည္ 166

맞은편 မ်က္ႏွာခ်င္းဆိုင္ဘက္ျခမ္း 142

맵다 စပ္သည္ 166

머리 ဦးေခါင္း/ဆံပင္ 307

어휘 색인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먼지를 떨다 ဖုန္ခါသည္ 235

멀다 ေဝးသည္ 154

멋있다 စတိုင္က်သည္ 106

메뉴 မီႏ်ဴး 163

메뉴판 မီႏ်ဴးစာရြက္ 163

면도기 မုတ္ဆိတ္ရိတ္စက္ 85

모밀 မုိမီးလ္ 169

모자 ဦးထုပ္ 133

목 လည္ပင္း 307

목도리 မာဖလာ 133

목사님 ခရစ္ယာန္ဘုန္းၾကီး 295

목수 လက္သမား 70

몸 ခႏၶာကုိယ္ 307

몽골 မြန္ဂို 67

무게를 재다 အေလးခ်ိန္ခ်ိန္သည္                                  346

무단 횡단 금지 စည္းကမ္းမဲ့ လမ္းျဖတ္ကူးျခင္း မျပဳရ 259

무릎 ဒူးေခါင္း 307

묵다 တည္းခုိသည္ 202

문자를 보내다 မတ္ေဆ့ခ်္ ပုိ႔သည္                                        223

문자를 확인하다 မတ္ေဆ့ခ်္ ၾကည့္သည္                           223

문화 체험을 하다 ယဥ္ေက်းမႈအေတြ႔အၾကံဳယူသည္                       358

물 ေရ 127

물건 ပစၥည္း 82

미사를 드리다 

(ကက္သလစ္ဘာသာ)ဘုရားဝတ္ျပဳသည္ 
298

미얀마 ျမန္မာ 67

미용실 ဆံပင္ညႇပ္ဆိုင္ 79

민박 ေဒသခံ တည္းခုိအိမ္ 201

민속촌 တိုင္းရင္းသားေက်းရြာ 199

믿다 ယုံၾကည္သည္ 298

ㅂ

바꾸다 / 교환하다 လဲလွယ္သည္ 130

바다 ပင္လယ္ 199

바람이 불다 ေလတိုက္သည္ 175

바쁘다 အလုပ္မ်ားသည္ 151

바지 ေဘာင္းဘီ 133

박물관을 관람하다 ျပတိုက္ကုိလွည့္လည္ၾကည့္ရႈသည္ 202

반찬 အရံဟင္း 163

반창고 ပလာစတာ 313

발 ေျခေထာက္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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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ခက်င္းဝတ္ 307

발목을 삐다 ေျခေထာက္ေခါက္သည ္ 310

밤 ည 94

밥 ထမင္း 163

밥그릇을 들고 먹다 ထမင္းပန္းကန္ကို ကုိင္စားသည္ 274

밥솥 ထမင္းေပါင္းအိုး 238

밥에 숟가락을 꽂다 ထမင္းပန္းကန္ထဲ ဇြန္းစိုက္သည္ 274

밥을 하다 / 짓다 ထမင္းခ်က္သည္ 238

방글라데시 ဘဂၤလားေဒ့ရွ္  67

방문을 하다 သြားေရာက္လည္ပတ္သည္ 247

방향 လားရာ 142

배 သေဘၤာ 211

배 ဝမ္းဗိုက္ 307

배달하다 ပို႔သည္ 163

배드민턴을 치다 ၾကက္ေတာင္ရိုက္သည္ 190

배웅하다 လုိက္ပို႔သည္ 250

배탈이 나다 ဗိုက္နာသည္/ဝမ္းပ်က္သည္ 310

백화점 ကုန္တိုက္ 118

밴드 ပလာစတာ 313

밴드를 붙이다 ပလာစတာကပ္သည္ 322

버스 정류장 ဘတ္စ္ကား မွတ္တိုင္ 211

버스터미널 အေဝးေျပး ကားဂိတ္ 211

법률 교육 ဥပေဒ သင္တန္း 355

베개 ေခါင္းအံုး 82

베트남 ဗီယက္နမ္ 67

보건소 က်န္းမာေရးရံုး 153

보쌈 ဝက္သားေပါင္း 169

보통 မ်ားေသာအားျဖင့္ 186

복습하다  ျပန္လွန္ေလ့က်င့္သည္ 283

복잡하다 ရႈပ္ေထြးသည္ 154

볼링을 치다 ဘိုးလင္းပစ္သည္ 190

봄 ေႏြဦး 175

부인 ဇနီး 103

부지런하다 လုံ႔လရွိသည္ 106

분식 ေပါ့ေပါ့ပါးပါးစားစရာ 169

불가능하다 မျဖစ္ႏုိင္သည္ 154

불경 ဗုဒၶက်မ္းစာ 298

불고기 ဘူးလ္ဂိုဂီ(အသားႏွပ္) 169

불교 ဗုဒၶဘာသာ 295

불전/헌금을 내다 အလွဴေငြထည့္သည္ 298

불편하다 ကသိကေအာက္ျဖစ္သည္/ေနရခက္သည္ 154

붕대 ပတ္တီး 313

붕대를 감다 ပတ္တီးစည္းသည္ 322

블로그 (အင္တာနက္စာမ်က္ႏွာ)ဘေလာ့ဂ္ 226

비가 오다 မုိးရြာသည္ 175

비누 ဆပ္ျပာ 85

비밀번호 လွ်ဳိ႕ဝွက္နံပါတ္ 331

비빔밥 ထမင္းသုပ္ 169

비싸다 ေစ်းၾကီးသည္ 130

비행기 ေလယာဥ္ပ်ံ 211

빗 ေခါင္းဘီး 82

빗자루 တံျမက္စည္း 235

빠르다 / 이르다 ျမန္သည္/ေစာသည္ 154

빨래를 걷다 အဝတ္ရုတ္သည္ 238

빨래를 널다 အဝတ္လွန္းသည္ 238

빨래를 하다 အဝတ္ေလွ်ာ္သည္ 238

빵 ေပါင္မုန္႔ 127

ㅅ

사과 ပန္းသီး 127

사람들이 친절하다 လူေတြက ေဖာ္ေရြသည္ 199

사무실 ရံုးခန္း 79

사원(모스크) (ဗလီေက်ာင္း) 295

사월 ဧၿပီလ 181

사이 အၾကား 142

사전을 찾다 အဘိဓာန္တြင္ရွာသည္ 283

사진 동호회 ဓာတ္ပံုအသင္း 189

사진 촬영 금지 ဓာတ္ပံုမရိုက္ရ 259

사진을 찍다 ဓာတ္ပံုရိုက္သည္ 187

산 ေတာင္ 199

산부인과 သားဖြားမီးယပ္ဌာန 319

산책하다 လမ္းေလွ်ာက္ထြက္သည္ 118

살다 ေနထိုင္သည္ 103

삼계탕 ဂ်င္ဆင္းၾကက္ေပါင္း 169

삼월 မတ္လ 181

삼일절 ေတာ္လွန္ေရးေန႔ 121

상담을 받다 ေဆြးေႏြးမွုခံယူသည္ 358

상을 차리다 ထမင္းဝိုင္း ျပင္သည္ 250

상을 치우다 ထမင္းဝိုင္း သိမ္းသည္ 250

상쾌하다 လန္းဆန္းလတ္ဆတ္သည္ 178

새벽 အရုဏ္ခ်ိန္/မနက္ေစာေစာ 94

새치기를 하다 ၾကားျဖတ္တိုးသည္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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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색인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생활필수품 (세면도구) 

ေန႔စဥ္သံုးပစၥည္းမ်ား(ေရခ်ဳိးပစၥည္း) 
85

샴푸 ေခါင္းေလွ်ာ္ရည္ 85

서류 စာရြက္စာတမ္း 349

서명 လက္မွတ္ 331

서점 စာအုပ္ဆုိင္ 118

석가탄신일 ဗုဒၶေမြးေန႔ 121

선글라스 ေနကာမ်က္မွန္ 133

선물을 준비하다 လက္ေဆာင္ ျပင္ဆင္သည္ 250

선생님 ဆရာမ 70

설거지를 하다 ပန္းကန္ေဆးသည္ 238

설날 (ကိုရီးယားရိုးရာ)ႏွစ္ကူးေန႔ 121

설사를 하다 ဝမ္းေလွ်ာသည္ 310

섬 ကၽြန္း 199

성격 စရိုက္လကၡဏာ 106

성경 ခရစ္ယာန္က်မ္းစာ 298

성당 ကက္သလစ္ဘုရားေက်ာင္း 295

성지 순례를 가다 ဘုရားဖူးထြက္သည္ 298

성함 အမည္၊ နာမည္ 271

세탁 세제 အဝတ္ေလွ်ာ္(ဆပ္ျပာမႈန္႔/ဆပ္ျပာဆီ) 238

세탁기를 돌리다 အဝတ္ေလွ်ာ္စက္ လွည့္သည္ 238

세탁소 ပင္မင္းဆိုင္ 79

소독약 ပုိးသတ္ေဆး(အရက္ပ်ံ) 313

소독을 하다 ပိုးသတ္သည္ 322

소리를 크게 내다 အသံအက်ယ္ၾကီး ထြက္သည္ 274

소방관 မီးသတ္သမား 70

소방서 မီးသတ္ဌာန 153

소아과 ကေလးအထူးကုဌာန 319

소포를 받다 ပါဆယ္လက္ခံသည္ 346

소포를 보내다 ပါဆယ္ပုိ႔သည္ 346

소화가 안 되다 အစာမေၾကၿဖစ္သည္ 310

소화제 အစာေၾကေဆး 313

손 လက္ 307

손가락 လက္ေခ်ာင္း 307

손대다 လက္ျဖင့္ထိသည္/ကုိင္ၾကည့္သည္ 262

손목 လက္ေကာက္ဝတ္ 307

손을 데다 လက္အပူေလာင္သည္ 310

손을 베다 လက္ရွသြားသည္ 310

송금하다 ေငြလႊဲသည္ 334

쇼핑하다 ေရွာ့ပင္ထြက္သည္ 118

수건 ပဝါ 85

수박 ဖရဲသီး 127

수수료 ဝန္ေဆာင္ခ   333

수술하다 ခြဲစိတ္သည္ 322

수업 အတန္း 286

수영하다 ေရကူးသည္ 190

숙소를 예약하다 တည္းရာေနရာ ဘြတ္ကင္လုပ္သည္ 202

순대 ဝက္ကလီစာ 169

순두부찌개 တို႔ဟူးေပ်ာ့ဟင္း 169

숟가락 ဇြန္း 163

쉬다 အနားယူသည္ 91

쉽다 လြယ္ကူသည္ 283

슈퍼마켓 စူပါမားကတ္ 79

스님 ဗုဒၶဘာသာဘုန္းၾကီး 295

스리랑카 သီရိလကာၤ 67

스마트폰 စမတ္ဖုန္း 223

스케이트를 타다 စကိတ္စီးသည္ 190

스키를 타다 ႏွင္းေလွ်ာစီးသည္ 190

슬리퍼 စလစ္ပါဖိနပ္ 133

슬프다 ဝမ္းနည္းသည္ 178

시간 အခ်ိန္ 94

시간(이) 없다 အခ်ိန္မရွိသည္ 151

시간(이) 있다 အခ်ိန္ရွိသည္ 151

시내버스 ျမိဳ႕တြင္းပတ္ ဘတ္စ္ကား         211

시다 ခ်ဥ္သည္ 166

시외/고속버스 အေဝးေျပးကား 211

시원하다 ေအးျမသည္ 175

시월 ေအာက္တိုဘာလ 181

시장 ေစ်း 79

시청 ျမိဳ႕ေတာ္ခန္းမ/ျမိဳ႕ေတာ္ဝန္ရံုး 153

시키다 / 주문하다 (ေအာ္ဒါ)မွာသည္ 163

식당 စားေသာက္ဆိုင္ 79

식료품 စားေသာက္ကုန္ပစၥည္း 127

식물류 ဟင္းသီးဟင္းရြက္အမ်ိဳးအစားမ်ား 349

신나다 တက္ၾကြသည္ 178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ဖိနပ္စီးလ်က္ ဝင္သြားသည္ 274

신부님 ကက္သလစ္ဘုန္းၾကီး 295

신분증 သက္ေသခံကတ္ျပား 331

신용카드 အေၾကြးဝယ္ကတ္                 130

신자 (ဘာသာတရားတစ္ခုခု)ယုံၾကည္ကုိးကြယ္သူ 298

신정 ႏွစ္ကူးေန႔ 121

신호등 အခ်က္ျပမီး/မီးပိြဳ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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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정숙 အခန္းတြင္း ဆိတ္ျငိမ္ပါ 259

십이월 ဒီဇင္ဘာလ 181

십일월 ႏုိဝင္ဘာလ 181

싱겁다 အရသာေပါ့သည္ 166

싸다 / 포장하다 ထုပ္ပိုးသည္ 130

싸다 ေစ်းေပါသည္ 130

쓰다 ခါးသည္ 166

쓰레기를 버리다 အမႈိက္ပစ္သည္ 262

쓸다 လွည္းက်င္းသည္ 235

씻다 ေဆးေၾကာသည္ 91

ㅇ
아들 သား 103

아래 ေအာက္ 142

아름답다 လွပသည္ 199

아버지 အေဖ 103

아이디 အေကာင့္နာမည္ 226

아이스크림 ေရခဲမုန္႔ 127

아침 မနက္ 94

아침을 먹다 မနက္စာစားသည္ 91

안 အထဲ/အတြင္း 142

안경 မ်က္မွန္ 133

안과 မ်က္စိအထူးကုဌာန 319

안내를 받다 လမ္းညႊန္မႈကုိ ရယူသည ္ 247

안내하다 လမ္းညႊန္သည္ 247

안약 မ်က္စင္းေဆး 313

안전 교육 ေဘးကင္းလုံၿခံဳေရး သင္တန္း 355

앉다 ထိုင္သည္ 163

알약 ေဆးလံုး 313

앞 ေရွ႕ 142

야구하다 ေဘ့စ္ေဘာကစားသည္ 190

야식 ညလယ္စာ 169

약속 ခ်ိန္းဆုိမႈ 247

약속(이) 없다 ခ်ိန္းထားတာမရွိသည္ 151

약속(이) 있다 ခ်ိန္းထားတာရိွသည္ 151

약속에 늦다 ခ်ိန္းထားတာ ေနာက္က်မွေရာက္သြားသည္ 247

약속을 어기다 ခ်ိန္းတဲ့ ကတိ ေဖာက္ဖ်က္သည္ 247

약속을 지키다 ခိ်န္းတဲ့ ကတိတည္သည္ 247

약속을 하다 ေတြ႔ရန္ ခိ်န္းဆိုသည္/ကတိေပးသည္ 247

약을 먹다 ေဆးေသာက္သည္ 322

얌전하다 သိမ္ေမြ႔သည္ 106

양말 ေျခစြပ္ 133

양방 진료 အေနာက္တိုင္း ကုသျခင္း 355

어디 ဘယ္ေနရာ 79

어렵다 ခက္ခဲသည္ 283

어린이날 ကေလးမ်ားေန႔ 121

어머니 အေမ 103

어부 တံငါသည္ 70

어제 မေန႔က 94

어지럽다 ရႈပ္ပြသည္/မူးေဝသည္ 235

언니 (မိန္းကေလး၏)အစ္မ 103

언제나 အျမဲတမ္း 186

얼굴 မ်က္ႏွာ 307

없다 မရွိျဖစ္သည္/မရွိပါ 103

여객터미널(선착장) သေဘၤာဆိပ္(ဇက္ဆိပ္) 211

여관 ဧည့္ရိပ္သာ 201

여권 ပတ္စ္ပို႔ 82

여기 ဒီမွာ 79

여동생 ညီမ 103

여름 ေႏြရာသီ 175

여행을 계획하다 ခရီးအတြက္ စီစဥ္သည္ 202

여행을 준비하다 ခရီးအတြက္ ျပင္ဆင္သည္ 202

여행자 수표 ခရီးသြား ခ်က္လက္မွတ္ 349

여행지 လည္ပတ္စရာ ေနရာမ်ား 199

여행하다 ခရီးသြားသည္ 187

연고 လိမ္းေဆး 313

연고를 바르다 လိမ္းေဆးလိမ္းသည္ 322

연세 (လူၾကီး၏)အသက္ 271

열쇠 ေသာ့တံ 82

열이 나다 ကိုယ္ပူသည္ 310

엽서 ပို႔စကတ္ 343

영양 교육 အာဟာရ သင္တန္း 355

영양제 အာဟာရျဖည့္ေဆး 313

영화관(극장) ရုပ္ရွင္ရံု (ကဇာတ္ရံု) 118

영화를 보다 ရုပ္ရွင္ၾကည့္သည္ 118

옆 ေဘး 142

예배를 드리다 (ခရစ္ယာန္ဘာသာ)ဝတ္ျပဳသည္ 298

예불을 드리다 (ဗုဒၶဘာသာ)ဘုရားဝတ္ျပဳသည္ 298

예쁘다 လွသည္ 106

예습하다 ၾကိဳတင္ေလ့လာသည္ 283

예약하다 ဘြတ္ကင္လုပ္သည္ 358

오늘 ဒီေန႔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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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လိေမၼာ္သီး 127

오른쪽 ညာဘက္ 142

오빠 (မိန္းကေလး၏)အစ္ကုိ 103

오월 ေမလ 181

오전 မနက္ပိုင္း 94

오후 မြန္းလြဲပိုင္း 94

온천 ေရပူစမ္း 199

올라가다 တက္သြားသည္ 139

올라오다 တက္လာသည္ 139

올해 ဒီႏွစ္ 115

옷 အက်ႌ 349

옷을 개다 အဝတ္ေခါက္သည္ 238

옷을 다리다 မီးပူတိုက္သည္ 238

외국어를 배우다 

ႏုိင္ငံျခားဘာသာစကားကို ေလ့လာသည္ 
187

외롭다 အထီးက်န္သည္ 178

외모 အျပင္ပန္း ရုပ္အဂၤါ 106

왼쪽 ဘယ္ဘက္ 142

요리 동호회 အခ်က္အျပဳတ္အသင္း 189

요리사 စားဖိုမွဴး 70

요리하다 ခ်က္ျပဳတ္သည္ 91

요일 ေန႔ 115

우동 အူဒံု(နန္းၾကီး)ေခါက္ဆြဲ 169

우산 ထီး 82

우울하다 စိတ္မရႊင္ျဖစ္သည္/စိတ္အားငယ္သည္ 178

우유 ႏြားနုိ႔ 127

우즈베키스탄 ဥဇဘတ္ကစၥတန္ 67

우편물 စာတိုက္မွ ပုိ႔ေသာပစၥည္း 343

우표를 붙이다 တံဆိပ္ေခါင္းကပ္သည္ 343

운동 အားကစား 190

운동 경기를 보다 အားကစားျပိဳင္ပဲြ ၾကည့္သည္ 187

운동하다 အားကစားလုပ္သည္ 91

운동화 ေဝါ့ကင္းရွဴး 133

운전기사 ယာဥ္ေမာင္း 70

웹사이트 အင္တာနက္ လိပ္စာ 226

위 အေပၚ 142

유명하다 နာမည္ေက်ာ္ၾကားသည္ 199

유스호스텔 လူငယ္အေဆာင္ 201

유월 ဇြန္လ 181

유적지 သမိုင္းဝင္ေျမ  199

육교 လမ္းကူးတံတား 145

어휘 색인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은행 ဘဏ္ 331

음식물 အစားအေသာက္ပစၥည္း 349

음식물 반입 금지 

အစားအေသာက္မ်ား သယ္ေဆာင္လာျခင္း မျပဳရ
259

음식을 만들다 ခ်က္ျပဳတ္သည္ 118

음식을 장만하다 ခ်က္ျပဳတ္ျပင္ဆင္သည္ 250

음악을 듣다 သီခ်င္း နားေထာင္သည္ 187

의류 အဝတ္အထည္မ်ား 133

의사 ဆရာဝန္ 70

이동 သြားေရးလာေရး 214

이맘 အစ္စလာမ္ဘာသာဘုန္းၾကီး(အီမာမ္) 295

이메일 အီးေမးလ္ 226

이번 달 ဒီလ 115

이번 주 ဒီအပတ္ 115

이불 ေစာင္ 82

이비인후과 နားႏွာေခါင္းလည္ေခ်ာင္းဌာန 319

이슬람교 အစၥလာမ္ဘာသာ 295

이야기를 나누다 စကားစျမည္ေျပာသည္ 250

이용하다 အသုံးခ်သည္/အသုံးျပဳသည္ 358

이월 ေဖေဖာ္ဝါရီလ 181

이정표 လမ္းညႊန္ဆိုင္းဘုတ္ 145

인도네시아 အင္ဒိုနီးရွား 67

인터넷 အင္တာနက္ 226

인터넷 강의를 듣다 

အင္တာနက္သင္ခန္းစာကုိနားေထာင္သည္
283

인터넷 검색 အင္တာနက္တြင္ ရွာေဖြျခင္း 226

인터넷 전화 အင္တာနက္ဖုန္း 223

인터넷 채팅 အင္တာနက္ ခ်က္တင္ 226

인터넷 카페 

ဝါသနာတူမ်ား စုေဝးရာ အင္တာနက္ စာမ်က္ႏွာ
226

인터넷뱅킹 အင္တာနက္ျဖင့္ ဘဏ္ေဆာင္ရြက္ျခင္း 331

일과 ေန႔စဥ္အလုပ္တာဝန္မ်ား 91

일반 우편 ရုိးရိုးစာပုိ႕နည္း 346

일식 ဂ်ပန္အစားအစာ 169

일어나다 အိပ္ရာထသည္ 91

일월 ဇန္နဝါရီလ 181

일이 많다 အလုပ္မ်ားသည္ 151

일이 적다 အလုပ္ပါးသည္ 151

일정 အခ်ိန္ဇယား 286

일하다 အလုပ္လုပ္သည္ 91

입 ပါးစပ္ 307

입금하다 ေငြၿဖည့္သည္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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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ရွိသည္ 103

ㅈ

자다 အိပ္သည ္ 91

자리가 없다 ေနရာမရွိပါ 163

자리가 있다 ေနရာရိွသည ္ 163

자리를 양보하다 ေနရာ ဦးစားေပးသည္ 274

자리를 차지하다 ေနရာယူသည္(ေနရာဦးသည္) 262

자원 봉사를 하다 ပရဟိတ(လုပ္အားေပး)လုပ္သည္ 358

자장면 ပဲေခါက္ဆြဲ 169

자전거를 타다 စက္ဘီးစီးသည္ 190

자주 မၾကာခဏ 186

작년 မႏွစ္က 115

잔액 조회 ဘဏ္ေငြလက္က်န္စစ္ျခင္း 332

잠바 ဂ်ာကင္အက်ႌ 133

잡수시다 / 드시다 သုံးေဆာင္သည္ 271

장갑 လက္အိတ္ 133

장소 ေနရာ 79

장을 보다 ေစ်းသြားသည ္ 91

장화 လည္ရွည္ဖိနပ ္ 133

재미없다 စိတ္ဝင္စားစရာမေကာင္းပါ 151

재미있다 စိတ္ဝင္စားစရာေကာင္းသည္ 106

저기 ဟုိမွာ 79

저녁 ညေန 94

저녁을 먹다 ညစာစားသည ္ 91

저울에 올려놓다 ခ်ိန္ခြင္ေပၚတင္ထားသည္ 346

전화 ဖုန္း 223

전화가 오다 ဖုန္းလာသည ္ 223

전화를 걸다 ဖုန္းေခၚ/ဆက္သည္ 223

전화를 끊다 ဖုန္းခ်လိုက္သည ္ 223

전화를 바꾸다 ဖုန္းလႊဲေပးသည ္ 223

전화를 받다 ဖုန္းကုိင္သည္ 223

전화를 잘못 걸다 ဖုန္းမွားေခၚ/ဆက္သည္ 223

전화하다 ဖုန္းဆက္သည ္ 91

절 ဘုန္းၾကီးေက်ာင္း 295

점심 ေန႔လယ္စာ 94

점심을 먹다 ေန႔လယ္စာစားသည္ 91

점원 အေရာင္းဝန္ထမ္း 70

접근 금지 ခ်ဥ္းကပ္ျခင္း မျပဳရ 259

젓가락 တူ 163

정돈되어 있다 စနစ္တက် သပ္သပ္ရပ္ရပ္ ရိွသည္ 235

정리하다 စီသည ္ 235

정형외과 အရိုးအထူးကုဌာန 319

족발 ဝက္ေျခေထာက္                                        169

졸리다 အိပ္ငုိက္သည္ 178

종교 ကုိးကြယ္သည့္ဘာသာ 295

좋다 ေကာင္းသည ္ 151

주로 ပံုမွန္ 186

주말 နားရက္  115

주무르다 ႏွိပ္သည္ 322

주무시다 အိပ္သည္ 271

주민센터 ရပ္ကြက္ရံုး 153

주방 세제 ပန္းကန္ေဆး ဆပ္ျပာဆီ 238

주부 အိမ္ရွင္မ 70

주소 လိပ္စာ 331

주스 ေဖ်ာ္ရည္ 127

주중 ၾကားရက္ 115

주차 금지 ကားမရပ္ရ 259

중국 တရုတ္ 67

중식 တရုတ္အစားအစာ 169

즐겁다 ၾကည္နူးသည္ 178

증상 ေရာဂါလကၡဏာ 310

지갑 ပိုက္ဆံအိတ္ 82

지금 အခု 94

지나다 ျဖတ္သြားသည္ 214

지난달 ျပီးခဲ့တဲ့လ 115

지난주 ျပီးခဲ့တဲ့အပတ္ 115

지폐 ေငြစကၠဴ 130

지하철 ေျမေအာက္ရထား 265

지하철역 ေျမေအာက္ရထား ဘူတာရုံ 211

직업 အလုပ္အကိုင္ 70

진료 ေဆးကုုသမႈ 355

진짜 တကယ္အစစ္အမွန္ 211

진통제 အကုိက္အခဲေပ်ာက္ေဆး 313

짐을 싸다 အထုပ္အပိုးျပင္သည္ 202

짐을 풀다 အထုပ္အပုိးျဖည္သည္ 202

집 အိမ္ 79

집안일 အိမ္အလုပ္၊ အိမ္မႈကိစၥ 235

집에 오다 အိမ္ကို လာသည္ 91

집을 찾다 အိမ္ရွာသည္ 250

짜다 (ငန္သည္) 166

짬뽕 က်မ္းပံုး(ပင္လယ္စာေခါက္ဆြဲျပဳတ္အစပ္)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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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색인 စကားလံုးႏွင့္ အဓိပၸါယ္မ်ား

찜질을 하다 ေရခဲအိတ္/ေရေႏြးအိတ္ ကပ္သည္ 322

ㅊ
차가 막히다 ကားပိတ္သည္ 213

창구 ေကာင္တာ 331

책 စာအုပ္ 349

책을 읽다 စာအုပ္ဖတ္သည္ 118

처방하다 ေဆးေပးသည္ 238

천주교(가톨릭) ကက္သလစ္ဘာသာ 295

청소 သန္႔ရွင္းေရး 235

청소기를 돌리다 ဖုန္စုပ္စက္ျဖင့္ စုပ္သည္ 235

청소를 하다 သန္႔ရွင္းေရးလုပ္သည ္ 235

체크카드 ေငြသားကတ္ 331

초대 ဖိတ္ၾကားျခင္း 250

초대를 받다 ဖိတ္ၾကားျခင္းခံရသည္ 250

초대하다 ဖိတ္ၾကားသည္ 250

초밥 ဆူရွီ 169

초콜릿 ေခ်ာကလက္ 127

추석 ခ်ဴေဆာ့(ေကာက္သစ္စားပြဲ) 121

축구 동호회 အေပ်ာ္တမ္း ေဘာလုံးအသင္း 189

축구하다 ေဘာလုံးကန္သည္ 190

축제를 구경하다 ပြဲေတာ္ ေလွ်ာက္လည္သည္ 202

출근 시간 ရံုးတက္ခ်ိန္ 213

출금하다 ေငြထုတ္သည္ 334

출발하다 ထြက္ခြာသည္ 202

출입 금지 ဝင္ထြက္ျခင္း မျပဳရ 259

출입국관리사무소 လူဝင္မႈၾကီးၾကပ္ေရးရံုး 153

출퇴근 시간 ရံုးတက္ရံုးဆင္းခ်ိန္ 213

춤을 추다 ကသည္ 187

취미 ဝါသနာ 187

치과 သြားႏွင့္ခံတြင္းဌာန 319

치료를 하다 ေဆးကုသသည္ 322

치마 စကတ္ 133

치약 သြားတိုက္ေဆး 85

치킨 ၾကက္ေၾကာ္ 169

친구를 만나다 သူငယ္ခ်င္းႏွင့္ေတြ႔သည္ 118

친절하다 ေဖာ္ေရြသည္ 106

칠월 ဇူလိုင္လ 181

침을 뱉다 တံေတြးေထြးသည္ 262

칫솔 သြားပြတ္တံ 85

ㅋ

카드 ကတ္ 343

캄보디아 ကေမာၻဒီးယား 67

커피를 마시다 ေကာ္ဖီေသာက္သည္ 91

커피숍 ေကာ္ဖီဆိုင္ 118

컴퓨터 교육 ကြန္ပ်ဴတာသင္တန္း 355

컵 ခြက္ 85

코란 အစၥလာမ္က်မ္းစာ 298

콘도 ကြန္ဒုိ ရိပ္မြန္ 201

콘서트를 보다 စတိတ္ရႈိးၾကည့္သည္ 187

콧물이 나다 ႏွာရည္ယိုသည္ 310

크리스마스 ခရစၥမတ ္ 121

키가 작다 အရပ္ပုသည္ 106

키가 크다 အရပ္ျမင့္သည္ 106

키르기스스탄 ကာဂ်စၥတန္ 67

ㅌ
타고 가다 စီးသြားသည္ 214

타고 오다 စီးလာသည္ 214

타다 စီးသည္ 214

탕수육 ဝက္ခ်ဳိခ်ဥ္ေၾကာ္ 169

태국 ထိုင္းႏုိင္ငံ 67

태권도 교육 တိုက္ကြမ္ဒုိ သင္တန္း 355

택배 ပါဆယ္သယ္ယူပိုိ႔ေဆာင္ၿခင္း 346

택시 တကၠစီ 211

테니스를 치다 တင္းနစ္ရိုက္သည္ 211

텔레비전을 보다 တီဗီၾကည့္သည္ 91

토하다 အန္သည္ 310

통장 ဘဏ္စာအုပ္ 331

통장 정리 ဘဏ္စာအုပ္ စာရင္းစစ္ျခင္း 334

통화 중이다 ဖုန္းလုိင္းမအား ျဖစ္ေနသည္ 223

퇴근 시간 ရံုးဆင္းခ်ိန္ 213

튀김 အေၾကာ္ 169

티셔츠 တီရွပ္ 133

ㅍ

파스 ပလာစတာ 313

파스를 붙이다 ပလာစတာအၾကီးကပ္သည္ 322

파키스탄 ပါကစၥတန္ 67

팔 လက္ေမာင္း 307

팔월 ၾသဂုတ္လ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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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လုံးခ်င္းဧည့္ရိပ္မြန္ 201

편의점 စတိုးဆုိင္ 79

편지 စာ 343

편지 봉투 စာအိတ္ 343

편지를 보내다 စာပုိ႔သည္ 343

편지를 쓰다 စာေရးသည္ 343

편찮으시다 (လူၾကီး)ေနမေကာင္းျဖစ္သည္ 271

포도 စပ်စ္သီး 127

폭발성 / 가연성 물질 

ေပါက္ကြဲႏုိင္ေသာ/မီးေလာင္ႏုိင္ေသာ ပစၥည္း 
349

폭포 ေရတံခြန္ 199

표를 사다 လက္မွတ္ဝယ္သည္ 202

표지판 ဆိုင္းဘုတ္ 141

프라이팬 အေၾကာ္ဒယ္အိုး 238

피곤하다 ပင္ပန္းသည္ 178

피부과 အေရျပားအထူးကုဌာန 319

피자 ပီဇာ 169

필리핀 ဖိလစ္ပိုင္ 67

ㅎ

학생 ေက်ာင္းသား 70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လက္တစ္ဖက္တည္းျဖင့္ ပစၥည္းကို ေပးသည္ 
274

한가하다 အားလပ္သည္ 151

한국 ကုိရီးယားႏုိင္ငံ 67

한국어 교육 ကိုရီးယားစာသင္တန္း 355

한국어를 공부하다 ကုိရီးယားစကားကို ေလ့လာသည္ 118

한글날 ကုိရီးယားအကၡရာေန႔ 121

한방 진료 တိုင္းရင္းနည္းျဖင့္ကုသျခင္း 355

한식 ကိုရီးယားအစားအစာ 169

한약 ကုိရီးယားတိုင္းရင္းေဆး 349

할머니 အဖြား 103

할아버지 အဖိုး 103

항공권 ေလယာဥ္လက္မွတ္ 349

항상 အျမဲတမ္း 186

해열제 ကုိယ္ပူက်ေဆး 313

행복하다 ေပ်ာ္သည္ 178

행사에 참여하다 အခမ္းအနားတြင္ ပါဝင္သည္ 358

허리 ခါး 307

허리를 숙이다 ခါးညႊတ္သည္ 274

헤어드라이어 ဆံပင္ေလမႈတ္စက္ 82

현금 (지폐, 동전) ေငြသား(ေငြစကၠဴ+အေၾကြေစ့) 349

현금인출기 ATM 334

현충일 အာဇာနည္ေန႔ 121

형 ေယာက္်ားေလး၏ အစ္ကို 103

호수 ေရကန္ 199

호텔 ဟုိတယ္ 201

화상 채팅 ဗီဒီယုိ ခ်က္တင္ 226

화장실 အိမ္သာ 79

화장품 အလွျပင္ပစၥည္း 82

환불하다 ဝယ္ျပီးပစၥည္းကုိေငြျဖင့္ျပန္လဲသည္ 130

환전하다 နိုင္ငံၿခား ေငြလဲသည္ 334

활발하다 တက္ၾကြသည္ 106

회사 ကုမၸဏီ 79

회사에 가다 ရံုးသြားသည္ 91

회사원 ကုမၸဏီဝန္ထမ္း  70

회원 탈퇴 အေကာင့္ပိတ္ျခင္း 226

횡단보도 လူကူးမ်ဥ္းၾကား 145

휴대전화 사용 금지 ဖုန္း မသုံးရ 259

휴대전화(휴대폰) လက္ကိုင္ဖုန္း 223

휴대전화를 끄다 လက္ကိုင္ဖုန္းကုိ ပါဝါပိတ္သည္ 223

휴대전화를 켜다 လက္ကိုင္ဖုန္း ပါဝါဖြင့္သည္ 223

휴지 တစ္ရွဴး 85

흐리다 ရာသီဥတုအံု႔မႈိင္းသည္ 175

                                                                                    
KTX (고속열차) 

ကိုရီးယားအျမန္ရထား၊ က်ည္ဆန္ရထား 
211

PC방 အင္တာနက္ဆို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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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ㅡ’ 불규칙  ‘ㅡ’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았/었어요 -고 -(으)니까

아프다
နာသည္

ေနမေကာင္းျဖစ္သည္
아픕니다 아파요 아팠어요 아프고 아프니까

예쁘다
လွသည္

ခ်စ္စရာေကာင္းသည္
예쁩니다 예뻐요 예뻤어요 예쁘고 예쁘니까

바쁘다 အလုပ္မ်ားသည္ 바쁩니다 바빠요 바빴어요 바쁘고 바쁘니까

슬프다 ဝမ္းနည္းသည္ 슬픕니다 슬퍼요 슬펐어요 슬프고 슬프니까

고프다 ဆာေလာင္သည္ 고픕니다 고파요 고팠어요 고프고 고프니까

크다 ၾကီးသည္ 큽니다 커요 컸어요 크고 크니까

쓰다 ခါးသည္ 씁니다 써요 썼어요 쓰고 쓰니까

나쁘다 ဆိုးသည္ 나쁩니다 나빠요 나빴어요 나쁘고 나쁘니까

기쁘다
ဝမ္းသာသည္
ေပ်ာ္ရႊင္သည္

기쁩니다 기뻐요 기뻤어요 기쁘고 기쁘니까

잠그다 ေသာ့ပိတ္သည္ 잠급니다 잠가요 잠갔어요 잠그고 잠그니까

쓰다

ေရးသည္
ဝတ္ဆင္သည္
အသုံးျပဳသည္

씁니다 써요 썼어요 쓰고 쓰니까

끄다 ပိတ္သည္ 끕니다 꺼요 껐어요 끄고 끄니까

불규칙 용언 활용표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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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ㄹ’ 불규칙  ‘ㄹ’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세요

살다 ေနထိုင္သည္ 삽니다 살아요 살고 사니까 사세요

팔다 ေရာင္းခ်သည္ 팝니다 팔아요 팔고 파니까 파세요

만들다 ျပဳလုပ္သည္ 만듭니다 만들어요 만들고 만드니까 만드세요

열다 ဖြင့္သည္ 엽니다 열어요 열고 여니까 여세요

놀다 ကစားသည္ 놉니다 놀아요 놀고 노니까 노세요

알다 သိသည္ 압니다 알아요 알고 아니까 아세요

울다 ငိုသည္ 웁니다 울어요 울고 우니까 우세요

걸다 ခ်ိတ္ဆြဲသည္ 겁니다 걸어요 걸고 거니까 거세요

졸다 အိပ္ငုိက္သည္ 좁니다 졸아요 졸고 조니까 조세요

쓸다 လွည္းက်င္းသည္ 씁니다 쓸어요 쓸고 쓰니까 쓰세요

 풀다 ျဖည္သည္ 풉니다 풀어요 풀고 푸니까 푸세요

널다 လွန္းသည္ 넙니다 널어요 널고 너니까 너세요

길다 ရွည္သည္ 깁니다 길어요 길고 기니까

멀다 ေဝးသည္ 멉니다 멀어요 멀고 머니까

달다 ခ်ဳိသည္ 답니다 달아요 달고 다니까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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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ㅂ’ 불규칙  ‘ㅂ’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면 -(으)ㄹ 거예요

덥다 ပူသည္ 덥습니다 더워요 덥고 더우면 더울 거예요

춥다 ခ်မ္းသည္ 춥습니다 추워요 춥고 추우면 추울 거예요

쉽다 လြယ္ကူသည္ 쉽습니다 쉬워요 쉽고 쉬우면 쉬울 거예요

어렵다 ခက္ခဲသည္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어려우면 어려울 거예요

맵다 စပ္သည္ 맵습니다 매워요 맵고 매우면 매울 거예요

싱겁다 အရသာေပါ့သည္ 싱겁습니다 싱거워요 싱겁고 싱거우면 싱거울 거예요

가볍다 အေလးခ်ိန္ေပါ့သည္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가볍고 가벼우면 가벼울 거예요

무겁다 အေလးခ်ိန္ေလးသည္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무겁고 무거우면 무거울 거예요

뜨겁다 ပူသည္(ထိေတြ႕မႈ)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뜨겁고 뜨거우면 뜨거울 거예요

차갑다 ေအးသည္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차갑고 차가우면 차가울 거예요

더럽다 ညစ္ပတ္သည္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더럽고 더러우면 더러울 거예요

어지럽다 မူးသည္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어지러우면 어지러울 거예요

시끄럽다 ဆူညံသည္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울 거예요

외롭다 အထီးက်န္သည္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외롭고 외로우면 외로울 거예요

고맙다 ေက်းဇူးတင္သည္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고 고마우면 고마울 거예요

가깝다 နီးသည္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가깝고 가까우면 가까울 거예요

즐겁다 ေပ်ာ္ရႊင္သည္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즐겁고 즐거우면 즐거울 거예요

무섭다 ေၾကာက္သည္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섭고 무서우면 무서울 거예요

아름답다 လွပသည္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울 거예요

그립다 လြမ္းဆြတ္သည္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그립고 그리우면 그리울 거예요

굽다 ကင္သည္ 굽습니다 구워요 굽고 구우면 구울 거예요

줍다 ေကာက္ယူသည္ 줍습니다 주워요 줍고 주우면 주울 거예요

돕다 ကူညီသည္ 돕습니다 도와요 돕고 도우면 도울 거예요

입다 ဝတ္ဆင္သည္ 입습니다 입어요 입고 입으면 입을 거예요

좁다 က်ဥ္းသည္ 좁습니다 좁아요 좁고 좁으면 좁을 거예요

불규칙 용언 활용표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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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 불규칙 ‘ㄷ’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걷다 လမ္းေလွ်ာက္သည္ 걷습니다 걸어요 걷고 걸으니까 걸을 거예요

듣다 နားေထာင္သည္ 듣습니다 들어요 듣고 들으니까 들을 거예요

묻다 ေမးသည္ 묻습니다 물어요 묻고 물으니까 물을 거예요

싣다 ကုန္တင္သည္ 싣습니다 실어요 싣고 실으니까 실을 거예요

깨닫다 သိျမင္လာသည္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깨닫고 깨달으니까 깨달을 거예요

닫다 ပိတ္သည္ 닫습니다 닫아요 닫고 닫으니까 닫을 거예요

받다 လက္ခံရရွိသည္ 받습니다 받아요 받고 받으니까 받을 거예요

믿다 ယုံၾကည္သည္ 믿습니다 믿어요 믿고 믿으니까 믿을 거예요

묻다 ေျမျမႇဳပ္သည္ 묻습니다 묻어요 묻고 묻으니까 묻을 거예요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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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르’ 불규칙  ‘르’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빠르다 ျမန္သည္ 빠릅니다 빨라요 빠르고 빠르니까 빠를 거예요

누르다 ႏွိပ္သည္ 누릅니다 눌러요 누르고 누르니까 누를 거예요

부르다 ေခၚသည္ 부릅니다 불러요 부르고 부르니까 부를 거예요

오르다 တက္သည္ 오릅니다 올라요 오르고 오르니까 오를 거예요

자르다 ျဖတ္သည္ 자릅니다 잘라요 자르고 자르니까 자를 거예요

서투르다 မကၽြမ္းက်င္ျဖစ္သည္ 서투릅니다 서툴러요 서투르고 서투르니까 서투를 거예요

다르다 ကြျဲပားျခားနားသည္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고 다르니까 다를 거예요

마르다

ေျခာက္ေသြ႕သည္
ေရငတ္သည္ 

ပိန္သည္
마릅니다 말라요 마르고 마르니까 마를 거예요

들르다 တစ္ေထာက္ဝင္သည္ 들릅니다 들러요 들르고 들르니까 들를 거예요

모르다 မသိပါ/မသိျဖစ္သည္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고 모르니까 모를 거예요

고르다 ေရြးခ်ယ္သည္ 고릅니다 골라요 고르고 고르니까 고를 거예요

나르다 သယ္ပို႔သည္ 나릅니다 날라요 나르고 나르니까 나를 거예요

불규칙 용언 활용표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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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ㅅ’ 불규칙 ‘ㅅ’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낫다
ျပန္ေကာင္းသည္

သာလြန္ေကာင္းမြန္သည္
낫습니다 나아요 낫고 나으니까 나을 거예요

짓다 တည္ေဆာက္သည္ 짓습니다 지어요 짓고 지으니까 지을 거예요

붓다 ေလာင္းသည္ 붓습니다 부어요 붓고 부으니까 부을 거예요

잇다 ဆက္စပ္သည္ 잇습니다 이어요 잇고 이으니까 이을 거예요

씻다 ေဆးေၾကာသည္ 씻습니다 씻어요 씻고 씻으니까 씻을 거예요

벗다 ခၽြတ္သည္ 벗습니다 벗어요 벗고 벗으니까 벗을 거예요

빗다 ေခါင္းျဖီးသည္ 빗습니다 빗어요 빗고 빗으니까 빗을 거예요

7. ‘ㅎ’ 불규칙 ‘ㅎ’ ျဖင့္ ဆုံးေသာ ၾကိယာစကားလုံးမ်ား

번역 အဓိပၸါယ္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파랗다 ျပာသည္ 파랗습니다 파래요 파랗고 파라니까 파랄 거예요

하얗다 ျဖဴသည္ 하얗습니다 하얘요 하얗고 하야니까 하얄 거예요

빨갛다 နီသည္ 빨갛습니다 빨개요 빨갛고 빨가니까 빨갈 거예요

노랗다 ဝါသည္ 노랗습니다 노래요 노랗고 노라니까 노랄 거예요

까맣다 မည္းသည္ 까맣습니다 까매요 까맣고 까마니까 까말 거예요

그렇다 ဟုတ္သည္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어떻다 ဘယ္လိုျဖစ္သည္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떻고

좋다 ေကာင္းသည္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 좋으니까 좋을 거예요

놓다 ထားသည္ 놓습니다 놓아요 놓고 놓으니까 놓을 거예요

ျခြင္းခ်က္ရွိ ၾကိယာစကားလုံးမ်ား အသုံးျပဳပံု

380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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