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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강좌 수강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로(약 

30시간)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책이다. 이 교재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및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적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한국학 분야의 언어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학 전공자 또는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중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주제

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주제 중심적 교수요목을 구

성하였다. 주제는 일상생활 및 한국학 영역을 다루었다.

둘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언어 기능을 한 과 내에서 학습하는 기술통

합형으로 구성하고 구어 학습과 문어 학습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읽

기와 듣기는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후 활동으로 연계

하였다. 

셋째, 기능별 학습과 연계된 말하기와 쓰기 중심의 과제를 구성하였다. 말하기 

과제는 실제적 상황에서 담화 층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쓰기는 읽기의 주제 및 

텍스트 구조와 연계하여 과정 중심적인 쓰기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중급 수준의 어휘 및 문법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어휘는 주제 어휘를 제시하고 각 과의 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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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어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용어, 속담, 

한자성어 등 유형별 어휘 제시를 통해 어휘 확장을 유도하고 언어와 문화의 통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법은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필요한 항목을 제시하

고 연습을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구조와 한국어 어

휘의 조어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섯째, 듣기 파일을 함께 제공하여 수업용으로뿐만 아니라 자율 학습 연습용

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듣기 파일에는 각 과의 듣기 텍스트와 오디오 

파일을 제공하여 예습과 복습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듣기는 

받아쓰기 연습을 통해 음성 언어 이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여섯째, 사진과 삽화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적이고 흥미 있는 학

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원의 각 항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

를 통해 의미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학습 효

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일곱째, 이 교재는 <어휘>, <문법>, <연습하기>, <활동하기>, <더 알아보기>로 이

루어져 있으며 난이도별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숙달도에 따라 내용을 선택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11월

최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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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

어휘STEP 1

주제 관련 어휘 및 

어휘장을 제시하여 

어휘 확장을 돕는다.

더 알아보기STEP 5

한자, 사자성어, 속담 등을 통해

어휘 및 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습하기STEP 3

연습문제를 통해 어휘 및

문법의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문법STEP 2

주제 표현에 필요한 

문법을 제시하여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다.

활동하기STEP 4

문화 관련  텍스트를 바탕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해

문화와 함께 한국어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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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나라

그리스 슬로바키아 인도네시아

독일 아르메니아 일본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말레이시아 영국 중국

모로코 요르단 체코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국 이라크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이란 태국

베트남 이스라엘 튀르키예

불가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세르비아 인도 헝가리

성격

당당하다 고집이 세다

대범하다 겁이 많다

적극적이다 ◀━▶ 소극적이다

외향적이다 ◀━▶ 내성적이다

꼼꼼하다 ◀━▶ 덜렁대다

차분하다 ◀━▶ 다혈질이다

이기적이다 ◀━▶ 이타적이다

부지런하다 ◀━▶ 게으르다 ◀━▶ 성실하다

명랑하다 ≒ 활발하다 ≒ 사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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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사회학 무역학 지역학

역사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국제통상학 법학

언어학 문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컴퓨터공학

건축학 의학 회계학

보충 어휘와 표현

책벌레 재능

외모 뛰어나다

평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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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에

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관

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저는 

내성적이라서 혼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역사책이나 문학책을 많이 읽습니

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책벌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과 잘 지

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이)라고 하다.

이름을 소개할 때, 정의를 내릴 때 사용한다.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동생은 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언니를 이모라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사람을 책벌레라고 합니다.

V-는 N 

A-(으)/ㄴ N

뒤의 명사를 설명하는 말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예   밥을 먹습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   밥을 먹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큰 친구는 마리아입니다.

저기 가는 사람은 민수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입니다.

여자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장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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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1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 저는                                         (이)라고 합니다.

2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이)라고 합니다.

2  다음 표를 완성하십시오.

기본형 -는 N 기본형 -는 N

가다 예 가는 사람 멋있다 멋있는

읽다 돕다

먹다 살다

입다 만들다

듣다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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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으)ㄴ N 기본형 -(으)ㄴ N

작다 작은 덥다

예쁘다 좁다

길다 춥다

3   다음 단어의 뜻을 연결해 보십시오.

⑴ 마음이 넓다 ▪ ▪ ㉠ 기다리지 않고 할 일을 빨리 끝냅니다.

⑵ 고집이 세다 ▪ ▪ ㉡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잘 이해합니다.

⑶ 성격이 급하다 ▪ ▪ ㉢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⑷ 속이 좁다 ▪ ▪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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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마리아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걱정이다. ( O / X )

2 함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할 수 있다. ( O / X )

3 마리아는 사교적인 성격이다. ( O / X )

4 함은 한국어로 말하면 즐겁다. ( O / X )

어휘    서투르다, 동아리

듣기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YMB5oxybBxCgq8fW_Pp2GEB3BftFtzviASHOC7xoo-Jsg?e=bEFk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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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글을 읽고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에 대하여 소개해 보십시오.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학생 때는 닮고 싶은 인물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닮고 싶은 사람을 말하라면 아버지를 첫 번째로 말합니다.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 주셨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

런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읽기



01 인물 소개   17 

2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에는 존경받는 여성이며 문화예술인으로서 대표적인 인물로 ‘신사임당’이 있습

니다.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의 화가이자 문인으로 대학자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도 유

명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감수성을 가지고 예술적 재능을 보였으며 남성 중심

의 사회 속에 자신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풀, 물고

기, 새 등 친근한 소재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내조와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조선의 위대한 학자와 예술가로 키웠습니다.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의 현명한 어머니이며 좋은 아내라고 전해지지만 남편의 

말만 따르지 않는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현모양

처’의 상징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주적인 여성으로, 뛰어난 예술가로서 재평

가를 받고 있습니다.

1 ‘현모양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여러분의 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에 대하여 소개해 보십시오.

어휘    대학자, 율곡 이이, 화가, 문인, 내조, 현모양처, 개발하다, 섬세하다, 감수성, 자주적,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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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에게 다음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 정리해 보십시오.

1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나무늘보예요, 저는 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예  저는 수박이에요. 왜냐하면 더운 여름의 시원한 수박처럼 친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2 ◯◯◯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 씨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  ◯◯◯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10년 후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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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표에 여섯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름

번호
마리아

나라 미국

1
나무늘보

(잠을 좋아한다)

2 청소

3 엄마

4 수영

5 사랑

6 통역사

3  위의 표를 보고 반 친구 중 한 명을 소개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해요. 저는 오늘 마리아를 소개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미국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나무늘보예요.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일은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를 하면 방이 깨끗해서 기분이 좋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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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눈이 높다 눈이 낮다

입이 무겁다

이건 비밀
인데….

이건 비밀
인데….

입이 가볍다

건강에는
 비타민이지

건강에는 
우유지!

귀가 얇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

콧대가 높다 얼굴이 두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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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써 보십시오.

1                                                                                 :  기준이 낮다. 

2                                                                                  :  기준이 높다. 

3                                                                                  :  비밀을 잘 지킨다. 

4                                                                                  :  잘난 체하고 뽐내는 태도이다. 

5                                                                                  :  비밀을 잘 지키지 않는다.

6                                                                                  :  창피한 상황에 부끄러운 줄 모른다. 

7                                                                                  :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생각이  

자주 바뀐다. 

8                                                                                  :  아는 사람이 많다.

9                                                                                  :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02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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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인상

무섭다 귀엽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색깔

빨간색 하얀색 까만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회색 초록색 남색

머리 모양

생머리 커트머리곱슬머리

긴 머리 단발머리파마머리

묶은 머리 앞머리올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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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란 얼굴 네모난 얼굴 갸름한 얼굴 긴 얼굴 

이마가 넓다 이마가 좁다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눈썹이 짙다 눈썹이 연하다 입술이 두껍다 입술이 얇다

코가 높다 코가 낮다 귀가 크다 귀가 작다

콧수염이 있다 구레나룻이 있다 점이 있다 여드름이 있다

이목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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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치마 바지

재킷
코트

정장
운동복

구두

슬리퍼
샌들

운동화

넥타이

부츠

스카프

셔츠

옷과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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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마리아 민수 씨, 저기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  누구요?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요? 기숙사 옆 방에 사는 친구예요.  

태국에서 왔어요.

마리아	 그래요? 착하게 생겼어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요.

민수 다음에 소개해 줄게요.

마리아 진짜요? 고마워요.

 A-게  생기다.

사람의 인상이나 사물의 모습을 설명한다.

제 동생은 착하게 생겼습니다.

민수는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제 여자 친구는 예쁘게 생겼습니다.

제 가방은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우리집 식탁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V-고  있다.

①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낸다.

②  ‘입다, 신다, 쓰다’ 등의 동사와 함께 동작의 진행이 끝나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나

타낸다.

민수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A  민수 씨 동생이 누구예요?

 B  저기 안경을 쓰고 노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A  오늘 날씨가 춥네요. 민수 씨는 안 추워요?

 B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어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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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1  다음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아기가 귀엽게 생겼어요.

1 남자가                                                

2 학생이                                                

3 여자 친구가                                                

4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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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그림을 연결해 보십시오.

⑴ 가방 ▪ ▪ ㉠ 신다

⑵  신발  

양말

▪ ▪ ㉡ 메다

⑶  모자 

안경

▪ ▪ ㉢ 매다

⑷  넥타이 

스카프

▪ ▪ ㉣ 쓰다

⑸ 시계 ▪ ▪ ㉤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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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1  잘 듣고 안내 방송에서 찾는 아이를 고르십시오.

2  잘 듣고 남자 친구의 외모를 그려 보십시오.

듣기

1 2 3 4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YMB5oxybBxCgq8fW_Pp2GEB3BftFtzviASHOC7xoo-Jsg?e=bEFkLj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YMB5oxybBxCgq8fW_Pp2GEB3BftFtzviASHOC7xoo-Jsg?e=bEFk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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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아래 글을 읽고 여러분 나라에서 얼굴 생김새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 있으면  

소개해 보십시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이나 미래의 인생을 알 수 있다고 생

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생김새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가 넓으면 마음이 넓다, 눈이 크면 겁이 많다, 코가 크면 복이 많

다, 입 근처에 점이 있으면 먹을 것이 많이 생긴다, 귀가 크면 남의 말을 잘 듣는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태어날 때 얼굴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생활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인생

에 따라 얼굴의 모습도 변합니다. 이 모습은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더 복이 있는 얼굴이 되지 않을까요?

어휘    생김새, 나이가 들다, 긍정적이다,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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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반 학생 중 1명을 마음속에 정하고 외모와 성격을 관찰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

기하지 말고 그 학생의 외모와 성격에 대하여 반 친구들에게 설명하십시오. 다른 학생들

은 설명을 듣고 그 학생이 누구인지 맞혀 보십시오.

예  곱슬머리입니다.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습니다. 눈썹은 짙고, 코는 

높습니다. 입술은 얇습니다. 얼굴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착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파란색 스

카프를 매고 하얀색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검은색 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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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사진 속의 인물들을 같은 반 친

구들에게 소개해 보십시오.

나와의 관계 부모님 형제 친구

외모

옷차림

인상

성격

나와 닮은 점이나  
다른 점

기타

예    제 동생은 테니스 선수입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

다. 쌍꺼풀은 없지만 눈이 큽니다. 동생은 외출할 때 하얀 운동화를 자주 신습니다. 운동선수이지

만 연예인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밝고 사교적이라서 친구들이 많고 인기가 있습니다.        

저와 동생은 외모는 닮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저와 동생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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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눈이 밝다.   잘 찾는다.

눈앞이 캄캄하다. 충격적인 일로 절망적인 생각이 들다.

눈을 붙이다. 잠을 자다.

눈코 뜰 새가 없다.  매우 바쁘다.

1 민수는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2 A : 마리아 씨, 내일 시간 있어요? 영화 보러 갈래요? 

 B :  미안해요. 내일 발표가 있어서                                                                  바빠요.

3 A : 이상하다, 바늘이 어디 있지? 

 B : 엄마,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A :  어머, 너 정말                                                                                                            

4 너무 졸려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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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넓다.  아는 사람이 많다.

발 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나서다.

1 민수는 일 때문에 여러 곳을 돌아다녀서                                                                   

2 내 친구 마리아는 내 일이라면 언제나 자기 일처럼                                                    

손이 크다.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손을 뻗치다. 적극적인 도움, 요구, 간섭 등의 행위가 멀리까지 미치게 하다.

1 민수는 항상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2 우리 엄마는                                   음식을 하시면 이웃집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다.





03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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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보충 어휘와 표현

특강 신청서

문화 유적 답사 공휴일

행사일 독창성

명절

명절 세뱃돈

웃어른 조상

가래떡 음력

양력 민속놀이

송편 덕담

둥글다 밝다

절하다 기원하다

소원 보름달

강강술래 새해

성묘 설빔

추석 차례

떡국

기념일

기념하다 독립하다

정부 추모

다짐 감사

공경 자긍심

묵념 국기

국경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어버이날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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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명절

소원을 빌다 민속놀이를 하다 새해를 맞다

차례를 지내다 세배를 하다 세뱃돈을 받다

성묘를 하다 보름달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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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한국의 제일 큰 명절은 음력 1월 1일 설날이다. 설날에는 미리 준비한 새 옷으로 갈아 

입는데 이 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새 출발과 새해를 맞는 기쁨의 의미로 새 한복을 입

었다.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아침에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낸다. 그리고 웃어른들께 세배

를 한다. ‘세배’는 새해를 맞아 웃어른께 드리는 절인데, 웃어른께 추운 겨울을 잘 지내

시고 새해를 맞는 것을 기념하는 인사다. 세배가 끝나면 웃어른께서 ‘덕담’과 같은 좋은 

말을 해 주시고 세뱃돈을 주신다. 새해에는 어른들이나 친구를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

으세요.”라고 설날 인사를 한다. 

    A-다. 

 V-ㄴ/는다. 

 N(이)다.

 현재의 일이나 상태를 서술한다.

꽃이 예쁘다.  

이 신발은 비싸다.  

명절에는 친척 집에 인사를 간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다.  

1월 1일은 설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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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체와 문어체
  

추석 보름달은 크고 밝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크고 밝다.

설날에는 가족과 함께 윷놀이를 합니다.

설날에는 가족과 함께 윷놀이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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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1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보십시오.

보기

음력 8월 15일은 추석입니다.

▼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다.

⑴ 음력 8월 15일은 추석입니다.

⑵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⑶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갑니다. 

⑷ 새 쌀로 술과 송편을 만들고 여러 과일 등을 가족과 같이 먹습니다. 

⑸ 저녁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

⑴ 음력 8월 15일은  (　　　　　                  ).

⑵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　　　　　                  ). 

⑶ 추석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　　　　　                  ). 

⑷ 새 쌀로 술과 만들고 송편을 만들고 여러 과일 등을 가족과 같이 (  　　　　   　 ). 

⑸ 저녁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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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을 연결해 보십시오.

⑴ 민속놀이를 하다 ▪ ▪ ㉠

⑵ 세배를 하다 ▪ ▪ ㉡

⑶ 차례를 지내다 ▪ ▪ ㉢

⑷ 세뱃돈을 받다 ▪ ▪ ㉣

⑸ 성묘를 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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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듣기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긴 가래떡은 장수의 의미이다. ( O / X )

2 꿩고기보다 닭고기가 비싸서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만들어졌다. ( O / X )

어휘    가래떡, 대신하다, 꿩 대신 닭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WgOtXMr8CdJq-j2zZyedYsBMeFvFf0Fm6EGM9B64sVZ7Q?e=uwDuUn


03 정보   45 

2   여러분 나라의 명절을 소개해 보십시오. 친구에게 질문하고 다음 표를 작성하십시오.

나라  

 질문

고향의 가장 큰 명절은 
언제입니까? 

그 명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그 명절에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그 음식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명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명절과 관련한 재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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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표를 정리하여 다른 나라의 명절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십시오.

        예  브라질의 가장 큰 명절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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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국가 기념일 

나라에서 온 국민이 축하하거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날을 국가 기념일이라고 한다. 국가 기념일에는 의식과 행사를 진행한다. 국가 기

념일 중에서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을 기념하는 날을 국경일이라고 한다. 

한국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5개로 제헌절을 제

외하고 모두 공휴일이다. 국경일에는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달아 함께 축하한다. 

3·1절(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애국심을 고

취하고 조상들의 독립정신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

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발전을 다짐하는 날이다. 

개천절은 10월 3일로 단군이 대한민국 최초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고 역

사와 전통을 지닌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는 날이다. 

한글날은 10월 9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문화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날이다.

5대 국경일 외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 기념일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석가 탄

신일 음력 4월 8일,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 5월 5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드리는 어버이날 5월 8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는 현충일 6월 

6일, 남한과 북한의 전쟁을 기억하는 6·25 전쟁 기념일 6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

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국가 기념일은 각각의 기념일마다 추모, 다짐, 감사, 공경의 마음을 담고 있다.

어휘    고취하다, 정부 수립, 계승하다, 단군, 고조선, 경사스럽다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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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념일의 이름을 연결해 보십시오.

⑴  3 ·1절 ▪ ▪  ㉠  

⑵ 석가탄신일 ▪ ▪ ㉡  

⑶ 어린이날 ▪ ▪ ㉢  

⑷ 어버이날 ▪ ▪ ㉣  

⑸ 현충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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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제헌절 ▪ ▪ ㉥  

⑺ 개천절 ▪ ▪ ㉦  

⑻ 한글날 ▪ ▪ ㉧  

⑼ 크리스마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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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기념일이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1)                         에는 3월 24일 진실과 정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3월 24일은 1976년 군부

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로 군부의 만행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국가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2)                         에는 멜론을 축복하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멜론을 아주 좋

아해서 만든 날입니다. 매년 8월 2째 주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멜론을 소재로 다양

한 행사를 합니다.

3)                         에는 경로의 날이 있습니다. 매년 9월 3째 주 월요일로 공휴일입니다. 오랜 

시간 사회에 봉사한 노인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3  여러분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기념일에 대하여 소개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

니까? 그 기념일에 특별한 행사나 의식이 있습니까? 



03 정보   51 

2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문화강좌는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해외 외국인 학생을 대

상으로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된다.

이 강좌는 외국 학생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한국학 연구자를 키우는 데 목

표를 두고 있다. 

이 강좌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주제별 특강, 한국어 수업, 전통문화 체험 그리고 문

화 유적 답사 등으로 구성된다. 주제별 특강은 한국의 역사와 사회, 경제, 종교, 풍속, 

음식, 음악, 미술, 대중문화, 문학 등이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

와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모집한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문화강좌는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까?

2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문화강좌를 진행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휘    강좌, 특강, 풍속, 기회, 지원하다, 모집하다,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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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문화강좌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4  여러분이 한국문화강좌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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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먹다

(N)물

돈

꿈

겁

나이

욕

욕을 먹다.   욕설이나 비난을 듣다.

꿈을 먹다.  꿈을 마음속으로 가지다.

겁을 먹다.   무서움을 마음속으로 가지다.

나이를 먹다.  나이를 더하여 보태다.

돈을 먹다.  돈을 받다.

(대학/사회/해외 등) 물을 먹다.   생활이나 문화를 경험하다.





04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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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도전

기대하다 성공하다

노력하다 시도하다

실패하다 극복하다

도전하다 지켜주다

당첨되다 비결

동기 유명하다

꿈

해몽 태몽

길몽 흉몽

행운 불행

복권 풀이

속담 예견

임신 근거

호랑이 스트레스

희망

꿈 꿈이 있다

꿈을 이루다 꿈을 포기하다

최선을 다하다 어려움을 참다

마음먹기에 달리다 꿈보다 해몽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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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마리아 민수 씨, 좋은 일 있어요?

민수	 네, 아침에 복권을 샀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마리아 왜요?

민수	 사실은 어제 제가 좋은 꿈을 꿨거든요.

마리아 무슨 꿈이요?

민수	 	돼지가 내 품으로 안기는 꿈이요. 돼지는 잘 먹고 새끼도 많이 낳아서 돼지가 꿈에 

나타나면 돈을 많이 벌거나 운이 좋다고 해요.

마리아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민수	  그래서 한국에서는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마리아 민수 씨는 복권에 당첨된다면 뭐 할 거예요?

 A-다면 

V-ㄴ/는다면 

N(이)라면

가정을 전제로 한 조건을 나타낸다.

토요일에 날씨가 좋다면 여행을 갈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다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내 말을 듣는다면 후회 없을 거예요.

내가 부자라면 큰 집에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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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다음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1 돈을 많이 번다면   .

2 옛날 애인을 만난다면   .

3 무인도에 있다면   .

4                                                                                               화가 날 거예요.

5                                                          친구에게 한턱낼 거예요.

6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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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듣기     

1  잘 듣고  다음 단어에 있는 '몽'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해몽 태몽 길몽 흉몽 악몽

2  잘 듣고 다음 꿈을 풀이해서 연결해 보십시오.

  ⑴ ▪ ▪ ㉠  다음날 복권을 사러 갑니다

  ⑵ ▪ ▪ ㉡  가까운 친척들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⑶ ▪ ▪ ㉢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어휘    근거, 임신, 속담, 예견하다, 풀이하다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YMB5oxybBxCgq8fW_Pp2GEB3BftFtzviASHOC7xoo-Jsg?e=bEFk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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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독립에 대한 꿈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많

이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 교육 사업을 위해 

헌신한 최재형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1860년 함경북도

에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홉 살 때 아버지를 따라 러시

아 연해주로 갔습니다. 2년 후 집을 나와 어려운 생활을 했지

만, 러시아 선장 부부에게 구출되어 선원 생활을 시작했고 사

업가로 크게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국인들을 자신의 회사에 고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한국인 마을

에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는 한국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최재형은 러시아에서 의병을 조직하였고 이토 히

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게 권총을 구해 주었습니다. 저격 사건 후 안중근 의사

가 체포되었을 때, 그는 안중근 의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일이 실패하자 안

중근 의사의 남은 가족을 보살폈습니다. 또한 항일 단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항일 운

동을 해 나갔으며 신문사를 운영하여 한국인들의 항일 독립 정신을 키웠습니다. 그러

나 그는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어 재판 없이 총살되어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지 못했

습니다. 

최재형은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러시아의 한국인들과 항일 운동을 위해 사용했습니

다. 사람들은 그를 러시아어로 ‘벽난로’라는 뜻의 ‘페치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희생은 

대한민국 독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벽난로와 같았기 때문

입니다. 

읽기

최재형
독립운동가, 186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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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글의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최재형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 O / X )

2) 최재형은 교육 사업과 신문사 운영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 O / X )

3)  최재형은 어려운 상황의 한국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어 ‘페치카’라는 별명이 있었다. 

( O / X )

2  어려움을 이기고 꿈을 이룬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휘     일제 강점기, 연해주, 헌신, 함경북도, 구출되다, 고용하다, 지배하다, 체포되다, 노비, 의병,  

이토 히로부미, 저격, 안중근 의사, 항일 단체, 항일 운동, 벽난로,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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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의 꿈

꿈을 가지게
된 동기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기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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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의 꿈과 꿈을 이루려는 노력에 대하여 글을 써 봅시다.

   예  저는 어릴 때 심장병이 있어서 몸이 약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학교도 다른 친구들보다 2년 늦게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완전하게 치료되어 

새 인생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보람되고 나 스스로가 ‘괜찮게 살았다’라

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

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봉사하

고 싶습니다. 아직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어서 집에서 혼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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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금강산도 식후경  배가 고프면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우물 안 개구리 자신의 좁은 세계만 아는 생각이나 경험이 적은 사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해도 누군가는 듣는다. 

비밀은 없다. 

하늘의 별 따기  매우 어려운 일 

1 마리아 씨, 배 안 고파요? 단풍 구경도 좋지만                                                             .

2 요즘 BTS 공연표 구하기가                                              라는데 어떻게 표를 구했어?

3                                                                       처럼 살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요.

4                                                                                       고 했어요. 항상 말조심하세요. 







05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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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초가집 기와집

아파트 연립 주택

단독 주택 원룸

빌라 열기

재료 온돌

굴뚝 영토

지역 동서남북

남향 개방

보일러 연기

냉방 난방

건축 자재

구조 모양

상태

살찌다 날씬하다

익숙하다 다양하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사회

폐허 외환 위기

천연자원 식량 개혁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산업화

경공업 중공업 중화학 공업

선언 원조

단기적 장기적 평균적

경제 성장

개방하다

소비하다 변화하다

수입하다 수출하다

협력하다

-년대 여전히

어휘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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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민수 마리아 씨가 미역국을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마리아  고마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미역국을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민수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마리아  미역을 물에 넣고 시간이 지났을 때 너무 많아져서 놀랐지만 지금은 잘 조절할 

수 있어요.

  A-아/어지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상태를 나타낸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거리가 넓어졌어요.

약을 먹고 좋아졌어요.

  V-게 되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결과를 나타낸다.

처음에는 떡볶이를 못 먹었는데 지금 잘 먹게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수영을 못 했지만, 지금은 연습을 많이 해서 잘하게 됐어요.



70   한국문화강좌 한국어 중급편

연습하기STEP 3

1 ‘Aー아/어지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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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ー게 되다.’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1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

2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

3 어른이 되어서    .

4 여행을 많이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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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듣기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옛날에는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온돌을 이용했다. ( O / X )

2 현대에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여러 난방 도구를 보일러 대신 사용한다. ( O / X )

3 도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도시에는 아파트나 연립 주택이 늘어났다. ( O / X )

2  100년 전과 비교하여 여러분 나라의 집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휘    데우다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bo9N8fBlP1CocD-D3o8rMEBh6MyVHEAncIWkfLv6L_vXQ?e=28L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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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의 경제 발전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다. 이를 비유하여 짧

은 기간 동안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1940년~1950년대 한국은 독립을 했지만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대부분 시설이 파

괴되었고 식량도 부족했다. 그 당시 한국은 1인당 GNP가 약 50달러인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을 받으며 경공업 중심으로 거의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1965년~1979년은 정치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었으나 경제적으로 평균 연 11 % 

이상의 높은 성장을 한 시기이다. 한국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화를 시도하여 

수출 중심 경제로 바뀌게 된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는 지역 사회 개혁 운

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을 개선하였다. 이 활동은 성실히 일하고, 스스로 

돕고, 서로 돕는 자세를 통해 생활 환경과 경제적 발전을 해 나가는 운동이다.

1980년~1996년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시기이다.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에 한국이 알려지게 되었고 1988년~1992년에도 연평균 

10 %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다. 또한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 시대 속에 경제 성장을 계속하던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정부에 힘

을 보탰고 한국은 3년 만에 외환 위기를 극복하였다. 한국은 영토가 작고 천연자원이 

적은 나라이다.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

지가 있지만, 전쟁 후 외부의 원조, 수출 주도 정책, 교육의 힘,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를 원

조하는 국가가 되었다.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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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0년~1950년대

2 1965년~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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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1996년

4 1997년~현재

어휘     비유하다, 파괴되다, 재건하다, 기적, 직선제, 독재, 정권, 선언, 새마을 운동, 금 모으기 운동,  

처하다,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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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 나라의 경제 변화에 대하여 소개해 보십시오. 

말하기

1950년대 전쟁 후 서울 전경 2020년대 서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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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모으기 운동

새마을 운동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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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발명품들은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 발명품으로 생

긴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터넷　　                      　식기세척기　　                      　스마트폰

 예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화 시대를 열어 주었고 사람들은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

3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영역 100년 전 현재 50년 후

가족 예  대가족 1인 가구

환경 

과학 기술 인터넷,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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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높다 고
(高)

낮다 저
(低)

고급(高級) 저급(低級)

고층(高層) 저층(低層)

고학년(高學年) 저학년(低學年)

고칼로리(高칼로리) 저칼로리(低칼로리)

고물가(高物價) 저물가(低物價)





06

실수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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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실수

밟다 실수하다

흔들리다 사과하다

헷갈리다 잊어버리다

잃어버리다 포기하다 

미련이 남다 적성에 맞다

다치다 인생

후회 재능

미래 능력

적성

감정

아쉽다 우울하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안타깝다 미안하다

아깝다 실망하다

쑥스럽다 짜증나다

지루하다 쓸쓸하다

서글프다 답답하다

속상하다 기쁘다

흥분하다 신나다



06 실수와 후회   83 

문법STEP 2

 V-느라(고)

부정적인 결과의 이유를 나타낸다.

• 뒤 문장과 앞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 ‘ー았/었, ー겠ー’ 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 청유형과 명령형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까지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동생이 청소를 안 하느라고 방이 깨끗하지 않아요. ( X )

운동을 했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 X )

내일 비가 오겠느라고 산책을 못 갈 거예요. ( X )

늦느라고 뛰자. ( X )

 V-았/었어야 했는데

해야 할 일을 못해서 후회할 때 사용한다.

우산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비를 맞고 집에 왔어요.

내가 좀 참았어야 했는데 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공항에 일찍 도착했어야 했는데 비행기가 떠났어요.

돈을 아껴 썼어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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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1  다음 문장을 ‘Vー느라고’를 사용하여 완성해 보십시오. 

1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2      어제 늦게 잤어요. 

3      시험 준비를 못 했어요. 

4      전화를 못 받았어요.

2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십시오.

1 차가 막히느라고 친구 결혼식에 늦었어요. 

            

2 과제를 준비했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3 시험을 보느라고 내일 만나자.

            

4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겠느라고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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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ー았/었어야 했는데’를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보기

시험에 떨어졌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1 일을 많이 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

 

 

2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가 기억이 안 난다.

 

 

3 피아노 발표회에서 실수를 했다. 

 

 

4 집에 물건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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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듣기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마리아는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으로 참여했다. ( O / X )

2 마리아는 허리 치료를 잘 받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 O / X )

2   어렸을 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UugrYG-gDZMv2JAiS-k_6QBhJ9_jf7WnqqMjTL71TWGYw?e=nT69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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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

러분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건이나 후회하는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미

래의 내 모습에 대하여 글을 써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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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1  아래 글을 읽고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한국에 와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멈췄다. 나는 서서 책을 읽느라고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다. 지하철이 멈추

었을 때 몸이 흔들렸고 나는 내 뒤에 서 있는 남자의 발을 밟았다. 나는 바로 ‘감사합니

다’라고 말했다. 높은 구두로 밟아서 발이 아팠을 텐데 … 그 남자는 나를 쳐다보며 웃

었다. 순간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헷갈린 것이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창피하지만, 그 일 후에는 절

대로 한국어 인사말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1 나는 한국어로 사과를 표현하는 말을 배우지 않았다. ( O / X )

2 실수를 한 이후에는 인사말들을 꼭 기억한다.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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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질문은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

1

2
함 씨,  

밥 먹었어요???

3

이제 그만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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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발음, 단어, 표현 때문에 말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야기해 봅시다.

예  저는 한국어의 높임법이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께 ‘어서 갑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보며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으)ㅂ시다’는 높임

말이라고 배웠는데 왜 친구가 어른들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의 발음도 어렵습니다.

4    여러분의 나라와 한국의 문화가 달라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 차이로 실수한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식사할 때 

예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한 후 먹는다. 

집에 들어갈 때 

예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술 마실 때 

예 한국에서는 어른하고 술을 마실 때 얼굴을 돌리고 마신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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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한국의 어린이 놀이

1. 오징어 게임

가위바위보로 공격팀과 수비팀을 

정합니다.

공격팀은 오징어 머리 ① 안으로 

들어가고, 수비팀은 오징어 몸통 ③ 

안에 자리 잡습니다.

출발 신호가 나면 공격팀은 원 밖

으로 나간 후 오징어의 꼬리 ⑥으로 

들어가 통과한 후 만세통 ②를 밟으

면 이기게 됩니다.

공격팀은 오징어 머리 ① 밖에서는 한 발로 다녀야 합니다. 수비팀도 오징어 몸통 

③ 밖에서는 한 발로 다녀야 합니다. 만일 공격팀 선수가 오징어 가운데 팔 사이의 강 

④를 건너면 어느 곳에서나 두 발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오징어 

안·밖으로 다닐 때에는 ⑥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비팀은 공격팀을 막아야 하며, 두 발이 땅에 닿게 하거나 넘어뜨려 상대를 탈락

시킵니다. 상대편을 밀거나 당겨서 탈락시킬 수 있는데, 한 발로 이동하는 사람의 두 

발이 땅에 닿은 경우, 한 발 이외의 신체가 땅에 닿은 경우, 두 발로 이동하는 사람의 

두 발 이외의 신체가 땅에 닿은 경우, 서로 상대방을 끌어당겨 선을 넘어간 경우, 서

로 밀고 당겨서 선을 밟은 경우, 만세통을 밟고 서로 잡아당겨 선을 넘어간 경우 탈락

됩니다. 공격팀을 전부 탈락시키면 공격팀과 수비팀이 바뀝니다. 

1

2

3

4 4
5

6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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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 1명을 정합니다. 술래가 벽을 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칩니다. 그 사

이 다른 사람은 술래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

바닥으로 술래를 치고 도망가는 게임입니

다. 이때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을 

술래가 잡아냅니다. 잡힌 사람은 다음 게임

의 술래가 됩니다.

3. 달고나 게임

설탕을 불에 녹인 후 베이킹소다를 섞어 

만듭니다. 달고나가 딱딱해지기 전에 모양 

틀을 찍은 후 그 모양 대로 달고나를 뜯는 

게임입니다.

4. 줄다리기

사람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서로의 방향으

로 줄을 끌어당겨 힘을 겨루는 게임입니다.

Jarek Tuszyń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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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슬치기

유리구슬을 땅에 던져 놓고 다른 구슬로 

맞추어 맞춘 사람이 구슬을 가지는 게임입 

니다.

6. 말뚝박기

수비팀에서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서고 

나머지 사람들이 허리를 숙여 머리를 서 있

는 사람 다리 사이에 끼웁니다. 공격팀은 달

려와 서 있는 사람과 가까운 위치로 뛰어서 

수비팀 위에 앉습니다. 공격팀의 사람들은 

차례로 한 명씩 뛰어서 수비팀 위에 앉습니

다. 공격팀이나 수비팀이 무너지면 집니다. 무너지지 않고 공격팀이 모두 올라 탔을 

때, 벽에 서 있는 사람과 가장 앞에 있는 공격팀의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팀

이 공격팀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7. 고무줄놀이

고무줄 끝을 두 사람이 양 끝에서 잡고 

고무줄에 발목을 걸어 넘는 게임입니다. 여

자아이들이 즐겨 하는 놀이입니다.





07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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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도시 소개

면적 인구

무역항 항구 도시

한반도 관문

교류하다 흐르다

내려다보다 둘러싸이다

보전하다 짓다

중앙 고궁

동서남북 입구

관광 도시 휴양지

시내 도심

여행

명소 숙소

호텔 펜션 콘도

동행자 노약자

성수기 비수기 할인

고속버스 승용차 렌트카

매진 여권 환전

배낭여행 단체 여행

자유 여행 신혼여행

맛집 공연 전시

산행 경치 둘레길

주변 중심지

먹을거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예매하다 예약하다

취소하다 취소되다

놓치다

광경

놀랍다 반하다

뚜렷하다 이국적이다

전망이 좋다 역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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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민수 마리아 씨, 김치 먹은 적이 있어요? 

마리아   그럼요, 미국에서도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김치는 맛있지만 좀 매워요.

민수   김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통 김치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맵지만 안 매운 김

치도 있어요. 

마리아   그래요? 

민수  백김치도 먹어 보세요. 하얀 김치예요. 빨간 고춧가루가 없어서 맵지 않고 김치 

국물이 시원해요.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만든 김치도 많아요.

마리아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민수 씨가 도와주실 

수 있지요?

 V-(으)ㄴ 적이 있다. / 없다.

어떤 일의 경험에 대하여 표현한다.

김치를 먹은 적이 있다.

제주도에 간 적이 있다.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낙하산을 탄 적이 없다.

 V-아/어 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한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불고기를 처음 먹어 보았다.

김치를 만들어 보았다.

비행기를 타 보았다.

제주도에 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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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1  ‘Vー(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사용하여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한국 소설을 읽다)        ?

 네,          

 아니요,         

2 (한국에 가다)         ?

 네,          

 아니요,         

3 (한자를 공부하다)        ?

 네,          

 아니요,         

4 (길에서 넘어지다)        ?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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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ー아/어 보다.’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 (회사 / 일하다)         

2 (삼겹살 / 먹다)         

3 (한국 화장품 / 사다)        

4 (중고 물건 / 팔다)        

3   ‘Vー(으)ㄴ 적이 있다. / 없다.’와 ‘Vー아/어 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리아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교 행사에서 한복을                                               . (입다)

태권도도                                                 . (배우다)

그러나 김치는                                            , (만들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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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듣기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이다. (O / X)

2 제주도에는 ‘바람’, ‘돌’, ‘여자’가 적다. (O / X)

3 하르방은 제주도 말로 ‘할아버지’라는 뜻이다. (O / X)

어휘    분화구, 백록담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ZNWYlNyHXlFuvE1f1Pif0MBtAlVCPMG9A_ubmrCpW7QlA?e=lU0c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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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나라의 수도나 유명한 역사적 도시에 대하여 소개해 보십시오.

서울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입니다. 서울은 삼국 시대 백제에서는 

위례성, 고려 시대에는 남경, 조선 시대에는  한양, 일제 강점기에는 경성부로 불리다

가 1945년 해방 후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1394년 조선의 

수도가 된 이후로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서울의 면적은 605.24 km²

이고,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약 20 %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다른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

울은 한가운데 한강이 흐르는데 이를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각 교육 기관, 언론 기관, 문화 

시설들이 있으며 상업 중심지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은 전통과 현대의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울 중심지에는 5개

의 고궁이 있습니다.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덕수궁은 조선 시대의 왕들이 

살았던 곳으로 서울 시민들이 자주 산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궁 근처에는 한옥

들이 있는 북촌 한옥 마을과 전통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인사동이 있습니다. 도성 둘

레길에서는 노약자들도 도심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있는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을 모두 내려다 볼 수 있는 N서울타워

가 있습니다. 홍대 거리는 쇼핑, 맛집, 공연, 전시 등을 경험할 수 있고, 자유로운 예

술 활동을 할 수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서울은 한국의 대표 도시로 다양한 특색을 지닌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어휘     삼국 시대, 위례성, 남경, 고려 시대, 경성부, 북촌, 인사동,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덕수궁, 

홍대 거리, 맛집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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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은 대한민국 남동쪽에 있는 국내 최대의 항구 도시이며 한국의 제2 도시입니다. 

근대 이후 한국 역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도시로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개항장

이었고, 6·25 전쟁 중 임시 수도였습니다. 1960년대에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이 추진

되면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제1

의 국제 무역항이자 세계 각국과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횡령산에 오르면 부산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광안리, 해운대 등에서는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국제 시장에

는 각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에서 다양한 색의 집들과 개성 있는 벽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매

년 국제 영화제가 열리는 문화 도시입니다.

어휘     임시, 개항장, 국제 무역, 횡령산, 서구 문물, 광안리, 해운대, 국제 시장, 감천 문화마을, 벽화, 추진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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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여행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숙소,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여행 목적, 동행자, 여행 시간, 교통, 기타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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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은 여행하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에서 온 친

구에게 물어보고 여행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여행할 나라

명소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교통

기타

3   친구에게 소개 받은 여행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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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다음 단어의 뜻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용하다　　　　사용하다　　　　활용하다

1  이용하다

 1) 대상을 필요에 따라 쓸모 있고 이롭게 쓰다. (이익, 혜택)

 2) 이익을 얻기 위해 쓰거나 사람을 부리다.

 예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세요.

 예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예  너는 나를 이용한 거야. 

 예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예  서비스 이용 안내

2  사용하다

 1) 원래의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 용도에 맞게 쓰다.

 2) 물건을 쓰거나 사람을 부리다.

 예  어른에게 높임말을 사용하세요.

 예  베이킹소다 사용법 / 마스크 사용법 / 화장품 사용법

3  활용하다

 1) 충분히 잘 이용하다.

 2) 이리저리 잘 이용하다. 

 예  종이 상자를 활용하여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사전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08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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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사건 · 사고

납치하다 신고하다

조사하다 당하다

무너지다 건조하다

폭발하다 진화하다

출동하다 숨지다

발생하다 파악하다

확보하다 구속하다

훔치다 침입하다

체포하다 체포되다

끊기다 구조되다

구조하다 열리다

닫히다 부딪히다

놓이다 그치다

치이다 옮기다

교통사고

인명 사고 대형 사고

보험 초보 운전

과속 운전 신호 위반

신호등 뺑소니

횡단보도 교차로

사건

경상 중상

피해 붕괴

목격자 가해자 피해자

방화 화재

도둑 강도

보충 어휘

안심하다 엉망이다

다행히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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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사고

홍수가 나다 지진이 나다

불이 나다 태풍이 오다

폭우가 내리다 폭설이 내리다

정전이 되다 단수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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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민수	   마리아 씨, 뉴스 봤어요? 마리아 씨 고향에 비가 많이 왔다고 했는데... 부모님께 

전화해 봤어요?

마리아  네, 오늘 아침에 엄마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폭우가 내려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비가 그쳤다고 해요.

민수	 정말 다행이네요. 다친 사람은 없대요?

마리아  네, 하지만 비가 또 내릴 것 같아서 가족들은 할아버지 댁으로 갔대요.

 A, V-다고 하다.:  축약형(-대요.)

서술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나타낸다. 

어제 날씨가 좋았다고 해요.

시험이 어렵다고 해요.

불고기가 맛있다고 해요.

지금 비가 온다고 해요.

마리아 씨는 커피를 안 마신다고 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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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1  다음 문장을 ‘Aー다고 하다./ Vー다고 하다.’를 사용하여 바꾸어 보십시오.

아파트 붕괴 사고

 어제 오후 4시 서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죽고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

아파트 붕괴 사고

 어제 오후 4시 서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 

이 사고로 1명이 죽고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

설날 80대 남성 교통사고

 1월 1일 오후 4시 51분 강남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80대 남성 B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B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

설날 80대 남성 교통사고

 1월 1일 오후 4시 51분 강남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80대 남성 B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  이 사고로 B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



112   한국문화강좌 한국어 중급편

활동하기STEP 4

 듣기　

1  잘 듣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예 3월 4일 오전 11시 17분 강원도에서 ~

어휘   강원도, 동해안, 산림청, 낙엽, 산림, 통계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fXUTBCDz8lOjN4-BO0pEmsB_lXZDkshkKv4uyHpz1CqKg?e=AxFQ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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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듣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1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3 조 씨는 왜 ‘대도’라는 별명이 생겼습니까?

어휘   귀금속, 화단, 대도, 좀도둑, 절도 행각, 털다, 범행, 감옥, 경찰서, 신학, 목사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eudJfjrm2dEvqXAwuZaVM8BU2mW-oe2wRnKyjTdkGQ6FA?e=D2y8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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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80대 할머니가 은행에서 큰돈을 찾으려고 하자, ‘보이스 피싱’을 직감한 은행원

이 할머니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노부부가 은행에 들어온 뒤 번호표를 뽑고도 기다리지 않고 은행 창구로 다가와

서 현금 6천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원은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생

각했습니다. 예금을 깨고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찾아가면서도 경찰이 동행하는 경

호 서비스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계속 통화를 하

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행원은 할머니의 행동을 보고 ‘보이스 피싱’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몰래 112

에 신고했습니다. 은행원은 할머니께 지금 현금이 없어서 다른 은행에서 현금을 구

해 오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하면

서, 은행원들의 ‘노부부 구하기’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일당은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아들을 납치했으니까 아들을 구하려면 

돈을 준비해서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1 여러분 나라에서 '보이스 피싱'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여러분은 사건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어휘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직감하다, 번호표, 예금, 경호, 작전, 몰래, 시간을 끌다, 은행원, 감사장, 

일당, 노부부, 수여하다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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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여러분 

나라의 소식을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결과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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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청천벽력( 靑天霹靂)  맑은 하늘에 날벼락.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다.

풍비박산(風飛雹散)  바람이 불어 우박이 부서져 사방으로 날아가다.

유유상종(類類相從)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다.

일취월장(日就月將)  매일 성장하고 발전하다.

1   　　　　　　　(이)라고 네 친구들은 너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 

2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돼서  

우리 가정은 　　　　　　　이/가 되었다.

3  이게 무슨 　　　　　　　 같은 소리야,  

갑자기 김 선생님이 돌아가시다니.

4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못했는데 아주 잘 하네.  

지금은 　　　　　　　했어.







09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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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를 보다 이력서를 내다 필기 시험을 보다

면접을 보다 취직하다

어휘STEP 1

업무

부서 이동을 하다 발령을 받다

출장을 가다 재택근무를 하다

승진하다 야근을 하다

퇴직을 하다 사직서를 내다

회사

총무부 인사부 기획부

영업부 관리부 고객지원부

동료 직원 직장 상사 부하 직원

신입 사원 인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사장 회장

연봉 급여 근무

사원 복지 승진 보너스

구직자 면접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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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면접관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으세요.

마리아 안녕하십니까? 마리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면접관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마리아 1년 전에 왔습니다.

면접관	 영어 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영어 학원에서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면접관	 한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 네,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이 한국어입니다.

면접관	 	우리 학원은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우리 학원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행복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항상 고

민합니다. 아이들이 즐거워야 저도 행복하니까요. 

면접관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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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으)ㄹ 수 있다. / 없다.

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② 어떤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①  마리아는 한국어를 할 수 있다.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동생은 운전을 할 수 있다. 

김치를 먹을 수 있다.

②  아침에 일찍 떠날 수 있어요?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수 없어요.

   A/V-기 때문에 

N 때문에

뒤 문장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구두가 불편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어요.

발을 다쳤기 때문에 축구를 못 해요.

좋아하는 배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게 되었다.

소음 때문에 시험공부를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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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1   ‘Vー(으)ㄹ 수 있다. / 없다.’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1  김치를 만들다      .

2  버스에서 음료수를 마시다     .

2   ‘A/Vー기 때문에’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1       운동을 못 했어요.

2        일찍 일어나요.

3       친구와 싸웠어요.

4       그 사람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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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듣기 　

1  잘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대기업은 승진의 기회가 많다. ( O / X )

 2)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일을 배울 수 있다. ( O / X )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3 여러분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취직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합니까?

4 여러분은 욜로족(YOLO)과 파이어족(FIRE)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2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면접을 볼 때에는 단정하게 입는 것이 좋다. ( O / X )

2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 ( O / X )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cmayNUzPnhEofYKuAsqJ98BAleX1wehGhulUF9A5IuQSQ?e=8kDVV9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QV_BssNJWFHtSs2FHP-B5cB2xmhcuJq0M0qOqzMCc_1CQ?e=hycX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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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1  글을 읽고 아래의 표를 완성해 봅시다.

조선 시대의 직업

시대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양인과 천인의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인은 양반, 중

인, 상민(평민), 천인은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양반이나 중인은 지배하는 사

람들이고 상민과 천민은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양인은 관료 문반과 무반을 의미하여 양반이라고도 합니다. 양반은 넓은 땅을 가

지고 있어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 정치인

이나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인은 문과 시험을 볼 수 없고 무과 시험만 볼 수 

있어 주로 양반의 밑에서 행정 일을 하거나 역관, 기술관, 의관, 천문관 등 기술직

을 가졌습니다. 상민은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 등이었고 나라에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여성들도 생활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천민은 노비, 백정, 무당, 광

대, 기생의 직업을 가졌고 부모의 직업에 따라 자식은 같은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또한 호랑이를 잡는 직업, 소설을 읽어주는 직업, 죽은 사람을 조사하는 직업, 도

망간 노비를 잡는 직업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직업을 가졌지만 현대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인

양반

중인 예 역관, 기술관, 의관

상민(평민)

천인 천민



126   한국문화강좌 한국어 중급편

2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

직업 순위
한국

1
이유

예 유튜버

돈을 많이 번다

2

이유

3
이유

4
이유

5
이유

6
이유

어휘    무과, 문과, 과거 시험, 정치인, 학자, 행정, 역관, 기술관, 의관, 천문관, 수공업자, 기생, 백정, 무당, 광대, 세금 

문반 : 학문 및 논술의 관련한 시험에 합격한 관리 

무반 :  무술 및 군사 작전과 관련한 시험에 합격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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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과거에 잠녀(潛女) 혹은 잠수(潛嫂)라고 

불린 해녀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전복이

나 미역 등 해조류를 채취하는 여성들을 

말한다. 해녀는 전 세계에서 제주도와 울

릉도, 일본 일부 지역에만 있다. 공기탱크 

같은 기계 장비 없이 잠수복과 오리발, 마

스크 등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산

물을 채취한다.

해녀가 되는 여성들은 7~8세부터 헤엄치는 연습을 시작한다. 어린 시절부터 생

활에서 물질을 배웠으며 15~17세 정도에 독립된 해녀가 된다. 해녀로서 가장 활발

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40세 전후로, 대개 60세 전후까지 해녀 생활을 한다. 대부분 

농사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물질이라 불리는 잠수 작업은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이루어지는데 작업은 하루

에 3~4시간 정도 진행한다. 대개 수심 5 m 정도에서 30초 정도 작업하지만, 때때로 

수심 20 m까지 들어가 2분 이상 잠수하기도 한다. 작업할 때는 중간에 2~3차례 휴

식을 해야 한다. 

해녀는 자연 발생적인 생계 수단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1105년 

자료에 해녀에 대한 기록이 있다. 2016년 12월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

산으로 등재되었고, 2017년 5월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어휘    전복, 미역, 해조류, 잠수복, 오리발, 공기탱크, 수심, 휴식, 생계, 채취하다, 잠수하다, 발생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도, 울릉도, 등재되다, 착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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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직업

여성 직업 : 잠녀, 신부 도우미, 화장품 판매원 등 

극한 직업 :  백정, 회자수(사형 집행자), 똥장수 등

예술 직업 :  재담꾼, 마술사, 전기수(소설을 읽어주는 사람) 등

불법 / 합법 직업 :  소매치기, 매품 팔이, 조방꾼(기생 연회 전문가) 등 

전문직 :   술사(가정교사), 산원(회계사), 역관(통역사), 오작인(검시관),  

착호갑사(호랑이 잡는 사람) 등

3  여러분 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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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여러분은 어떤 능력과 성격을 가진 직원과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

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원자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다음 직업 중 하

나를 선택하여 한 사람은 면접관이 되고 한 사람은 지원자가 되어 역할극을 해 봅시다.

보기

은행                 자동차 회사                 영화사 

반도체 연구소                 무역 회사                 디자인 회사 

호텔                 IT 회사                 선생님

회사 면접관 질문 지원자 대답

예 은행 예  1. 자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2.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3. 최근 읽은 금융 기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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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1   여러분이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지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보기

적성  급여 업무 내용 근무 시간 

회사 위치 복지 회사의 비전

2  여러분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와 취직하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써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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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이 일하고 싶은 회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리하여 써 봅시다.

회사

 내용
예 삼성

 업무 기획 

 급여

 근무 시간 

 회사 위치

 복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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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ー직(職) ー근(勤) ー사(社) ー학(學)

취직(就職) 출근(出勤) 입사(入社) 입학(入學)

재직(在職) 재학(在學)

이직(移職) 전학(轉學)

퇴직(退職) 퇴근(退勤)  퇴사(退社) 퇴학(退學)

야근(夜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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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대한민국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방글라데시인도

네팔

아프
가니
스탄

우즈
베키
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부탄

파키스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몽골

러시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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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위치

반도 섬나라 대륙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기후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열대 온대

한대 냉대

나라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 통일 신라 발해

후삼국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종교ㆍ사상

유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성리학

동학사상 실학사상

보충 어휘

이웃하다 성립하다 성립되다

개방하다 침략하다 빼앗기다

분단되다 패배하다 항복하다

무너지다 승리하다 정착하다

통일되다 반발하다 활발하다

식민지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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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북한

대한민국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방글라데시인도

네팔

아프
가니
스탄

우즈
베키
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부탄

파키스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몽골

러시아

일본

문법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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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동해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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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한국은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나라로 한반도의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동쪽, 서쪽, 남

쪽은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입니다. 한반도의 면적은 233,626 km²이고 한국의 면적은 

약 100,410 km²입니다. 한국은 헝가리보다 조금 크고 영국보다 조금 작습니다. 일본보

다 약 4배 작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000만 명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수도 서울에 

삽니다. 한국은 한민족이 대다수이며 한국어를 사용하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양

한 종교가 있습니다. 한국은 온대 대륙성 기후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치, 면적, 인구, 기후적 특성, 민족, 종교 등을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

십시오.

어휘    민족, 뚜렷하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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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듣기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한국, 중국, 일본은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 O / X )

2  한국의 젓가락은 세 나라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 O / X )

3  한국은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 O / X )

2  한국,  중국, 일본의 식사 예절은 어떤 점이 다릅니까?

3   세계에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있습니다. 다음의 정보를 읽고 틀린 정보를 찾아 보

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예절 문화에 대하여 소개해 보십시오. 

1  일본에서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떨면 안 된다. ( O / X )

2  한국에서는 어른과 술을 마실 때 옆으로 얼굴을 돌리고 마신다. ( O / X )

3  태국에서는 칭찬할 때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진다. ( O / X )

4  불가리아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 ‘네’라는 의미이다. ( O / X )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R12eWU9SA1MoOIjmfFlhVMBXoqYOJQOJNkNzVkuHpyttw?e=TMX2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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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에서는 왼손으로 식사하지 않는다. ( O / X )

6  한국에서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 O / X )

7  인도네시아에서는 물건을 받을 때에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 O / X )

8  프랑스에서는 머리를 끄덕이면 ‘네’의 의미이다. ( O / X )

9  말레이시아에서는 검지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킨다. ( O / X )

10  한국에서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한 손에 같이 잡고 밥을 먹는다. ( O / X )

11   한국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 선물 대신 돈을 준다. ( O / X )

4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김치, 태권도, BTS, 빨리빨리 등 

어휘    젓가락, 뭉툭하다, 가시, 뾰족하다, 둘러앉다, 쇠,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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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경주

경주는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천 년 동안 신라 시대(BC 57~AD 935)의 수

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화 

유적지를 볼 수 있어 열린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경주 시내에 있는 토함산에는 불국

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불국사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데 이 탑들은 신라 시대 

불교 예술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에서 보는 해돋이는 

아주 멋있습니다. 또한 경주국립박물관에 가면 신라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14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경주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

산이 있는 도시입니다. 경주에 가면 신라 시대의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휘    경상북도, 문화 유적지, 해돋이, 국립경주박물관, 석굴암, 불국사, 토함산, 다보탑, 석가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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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hamsan summit monument

 문화재청

martinroell

국립경주박물관 석가탑

석굴암 불국사

토함산 다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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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지금의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기 시작한 것은 약 4,000년 전이다. 처음 세

워진 나라는 BC 2333년 세워진 고조선으로 부족 국가의 형태로 BC 108년까지 계속

되었다. 

부족 국가 시대가 끝난 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로 이루어진 삼국 시대가 시작

되었는데 BC 108년부터 AD 676년까지 계속되었다. 삼국은 철기의 보급으로 농경 생

활이 정착되었다. 고구려는 압록강 근처에 거주하던 맥족이 세운 국가이다. 백제 건국

의 중심 세력은 북에서 내려온 부여계·고구려계 이주민 집단들이었다. 신라는 진한 12

국의 하나였던 사로국을 기초로 성립되었다. 삼국은 서로 세력을 넓히는 전쟁을 계속

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최초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이 시기를 통일 신라 시대

라고 한다. 한편 북쪽에는 고구려인들이 중심이 되어 발해를 세웠다. 

통일 신라는 경주를 수도로 발전해 갔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불

국사와 석굴암 등이 있다. 통일 신라는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분열되어 후삼국

시대를 거쳐 935년에 고려에 항복했다. 

새로운 통일 국가인 고려는 개성을 수도로 중앙 집권적인 정치를 하였고 귀족 문화

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12세기에 권력 독점에 반발한 내부 무인들의 쿠데타로 무너졌

다. 고려는 불교, 성리학과 풍수사상을 받아들였고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는데 해인사 

팔만대장경, 고려청자 등이 대표적이다. 400여 년 동안 계속된 고려는 대외 무역이 활

발하게 전개되어 사회적 다양성이 커진 시대이다. 이 시기에 서양에 알려진 고려의 이

름은 현재 한국의 영문 이름인 ‘Korea’로 이어진다.

고려에 이어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을 세웠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동방’과 ‘광명’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땅이 동쪽에 있어 해 뜨는 곳, 또는 아침의 나라라고도 했다. 이

성계는 2년 후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지금의 서울이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1897

년 고종이 황제가 된 뒤 국호를 대한이라고 고칠 때까지 505년 동안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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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였고 후기에는 실학사상이나 동학사상이 나

타났다. 이 시기에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한글을 만든 것은 문화의 발전에 크

게 영향을 주었다.

조선은 나라의 문을 개방하였으나 외국 세략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웠다. 정치인들은 

청과 일본, 러시아의 틈에서 서로  싸우다가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한국 사람들은 문화를 지키고 

독립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항일 운동을 하였고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하면서 한국은 독립하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한 대한민국은 다시 다른 나라에 의해 북위 38° 선을 경계

로 국토가 분단되었고, 1950년 6·25 전쟁을 경험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빠르게 발

전하여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의 역사와 여러분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소개해 보십시오. 

어휘    부족 국가, 철기, 보급, 농경 생활, 세력을 넓히다, 이주민, 후삼국, 진한 12국, 사로국, 중앙 집권적, 

쿠데타, 풍수사상, 귀족 문화, 권력 독점, 팔만대장경, 고려청자, 이성계, 황제, 국호, 한양, 청나라,  

북위 38° 선, 경험하다, 평가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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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국 역사 속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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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물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비가 올 때 신습니다.

2. 외출할 때 씁니다.

3. 화장할 때 사용합니다. 

4. 등이 가려울 때 사용합니다. 

5. 농사 지을 땅을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6. 해녀들이 숨을 멈추고 잠수했다가 물 위로 올라와 쉬기 위해 떠 있을 때 사용합니다.

① 갓 ② 호미 ③ 나막신

④ 경대 ⑤ 효자손 ⑥ 태왁, 망사리

2   여러분 나라의 전통 물건을 소개해 주십시오.  

언제, 누가, 어떻게 사용한 물건입니까?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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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1 전화하다 / 통화하다 

 전화하다  전화를 걸고 말을 주고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 

'-에', ' -에게', ' -(으)로'와 결합한다. 

 어제 사무실에 전화해서 과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다.

 요즈음 인터넷으로 전화할 수 있다.

 통화하다  전화로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은 상황

  여기저기 통화했는데 다 안 받더라. 

2 나다 / 나오다 

 나다  

1) 흥미, 짜증, 용기 따위의 감정이 일어나다. 

 부모님의 말씀에 용기가 났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생각이 떠오르다. 

 수첩을 보니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자식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나오다  감정 표현이나 생리 작용 따위가 나타나다. 

 웃음이 나와서 참을 수 없었다.

3 낳다 / 낫다 

 낳다   몸 밖으로 내놓다.

 고양이가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낫다  치료되어 없어지다. 

 잘 쉬고 나니 감기가 나았다.







11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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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보충 어휘

추상화 일반화

과학적 철학적

민주적 세계관

기록하다 결합하다

동일하다 파악하다

공통점 범주

언어 능력 핵심 정보

창제 말소리

훈민정음 해례본

언해본 우리말

천지인 세종대왕

언어

문장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주어 목적어

서술어 격

어순 형태소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자음 모음

발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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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언어는 말소리(입말)와 글자(글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에 따라서 말소리는 있

지만, 그 말을 표기하는 문자가 없는 언어도 있습니다. 문자는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이 변

화하여 지금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자는 언제, 누가 만들

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글은 만들어진 시기와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는 문자입니다. 또한 

왜, 어떻게 문자를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기 전에는 한국어의 말소리를 적을 때 중국의 문자를 사

용했습니다. 양반들은 한자를 배워 글을 썼지만, 백성들은 한자가 어렵고 배울 기회

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말소리를 글로 적을 수 없었고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

종대왕은 이런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문자를 만들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자들과 함께 1443년에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창제 연도, 창제 이유, 창제 원리, 사용 방법을 기록한 책 이름도 『훈민정

음』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후에도 사

람들이 한글보다 한문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은 정음 또는 낮추어 불러 

언문, 반절이라고 했습니다. 19세기 1894년 갑오개혁 후 정식으로 나라의 글로 사용되

었고 1920년대부터 한글이라고 널리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

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하면서 순우리말로 ‘한글’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한글’의 ‘한’은 

‘큰’ 또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글의 자음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 입술, 이, 혀, 목 등의 모양과 자음 소리를 낼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으로 만들고, 모음은 하늘( · ), 땅( ㅡ ), 사람(ㅣ)을 바탕으로 만들었습

니다.

한글은 보통 사람들도 쉽게 배워 사용하도록 만든 민주적인 문자이고 문자 모양과 쓰

임이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

하고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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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줄 친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보십시오.

2  한글에 대하여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휘    창제, 원리, 표기, 연도, 바르다, 정식으로, 주시경 

훈민정음(訓民正音):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訓) 가르치다 ┃ 민(民) 백성 ┃ 정(正) 바르다 ┃ 음(音) 소리

 갑오개혁(甲午改革) :  1894년에 추진되었던 개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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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➊  다음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문장의 특징을 읽어 보십시오.

1 한국어의 어휘에는 한자어가 많다.

 1) 한자어의 영향으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많다.

    숨쉬다 :  호흡하다 쉬다 :  휴식하다  해 :  태양 

2) 높임법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보통 한자어가 쓰인다.

    이름 :  성함 술 :  약주  집 :  댁   나이 :  연세

3)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에는 한자어가 많고 기초 어휘에서는 고유어가 많다. 

2 발음은 같으나 의미가 다른 어휘가 많다. 

배 눈

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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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 2인칭 대명사가 상대에 따라 달라지고 명사에 ‘님’을 붙여 상

대를 높인다. 

 너 자네 그대  당신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 사장님 형님 누님

4  소리를 흉내 내는 말과 행동을 흉내 내는 말이 발달했다.  

졸졸

아장아장

반짝반짝

줄줄 멍멍

어정어정 응애응애

번쩍번쩍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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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다양하다.

 샛노랗다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리끼리하다

6  외국어 단어를 품사와 격에 관계없이 사용한다. 

 시크―하다    파이팅―하다    스타일―이 좋다

   (chic)―          (fighting)―       (style)―

7  한국어는 3인칭 대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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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한국어 문장의 특징입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예문을 적어 보십시오.

한국어 문장의 특징 

1. 기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로 나타난다.

 예 민수가 밥을 먹는다. 

2. 격은 명사와 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예 민수가 백화점에서 옷을 산다. 

3. 의문문과 평서문의 어순이 동일하다.

 예  민수는 학교에 가요.    민수는 학교에 가요?

4. 주어가 두 개 있는 문장이 있다.

 예 코끼리는 코가 길다.

5. 한국어는 핵심 정보가 뒤에 온다. 

 예  나는 친구들과 같이 영화를 봤다.    내 동생은 저기 서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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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의 모국어 문장의 특징에 대하여 써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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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듣기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인간은 언어라는 도구로 생각을 표현하지만 사고를 만들지는 않는다. ( O / X )

2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준다. ( O / X )

어휘    인지 능력, 도구, 형성, 홈불트, 범주, 공통점, 상호 작용, 향상시키다, 사고방식, 추론하다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d_yCcSrlIRHs3en_kVfSj8BRKERBW-ua87x4anXRrihMg?e=M7FH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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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1   글을 읽고 여러분의 나라의 말과 여러 언어를 비교하여 아래 표에 써 보십시오. 여러

분이 사용하는 언어와 가족, 숫자, 신체 단어 등의 소리가 비슷한 언어가 있습니까?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세계에는 5,000~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언어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이 이동하고 분화되어 현재 많은 수의 언어가 되었다.

이 많은 언어들 중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소리가 같거나 매우 비슷한 소리가 나

면 같은 형식에서 출발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pater(그리스어), pater(라틴어), father(영어)의 발음이 비슷하다면 이러한 언어들은 하

나의 언어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들은 보통 숫자, 신체 단어, 가족 단어 등 기본 단어의 발음이 서로 비슷

하거나 특정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다른 소리로 변한다. 예를 들어 one(영어), eine(독

일어), two(영어), zwei(독일어), three(영어), drei(독일어), foot(영어), fuss(독일어)를 

보면 숫자 단어가 비슷하게 발음된다.

언어학자들은 인도와 유럽 지역 언어들 사이의 유사점을 연구하여 여러 언어들을 게

르만어파(독일어, 영어 등), 로망스어파(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슬라브어파(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 등), 이란어파(이란어) 등으로 분

류하였다. 이 언어들은 인도–유럽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도-유럽어족이라고 한다.

인도-유럽어족의 언어들처럼 충분한 자료는 없지만, 인도와 유럽 지역 외의 다른 지

역 언어들도 연구되고 있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터키어와 같

이 알타이어족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언어들을 비교하여 비슷한 점을 찾아 언어들 사이의 친족 관계를 연구하

는 학문을 ‘역사비교언어학’이라고 한다.

어휘   형식, 분화되다, 유사점, 만주, 알타이어족, 게르만어파, 로망스어파, 슬라브어파, 이란어파,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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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어머니 mother

아버지 father

형
(남자 형제)

누나
(여자 형제)

일 one

이

삼

사

오

눈 eye

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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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1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국어의 어휘 특징에 대하여 써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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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1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한 언어만 사용합니까? 여러 언어가 있어서 공용어를 사용합

니까? 

2  여러분이 배우기 쉬운 외국어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여러분이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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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아니다
 미(未)

없다 
무(無)

미완성(未完成) 무관심(無關心)

미지급(未支給) 무응답(無應答)

미성숙(未成熟) 무정부(無政府)

미해결(未解決) 무의식(無意識)

미개발(未開發) 무의미(無意味)





12

현대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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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문학

시 소설

동화 수필

주인공 등장인물

작가 희곡

시어

진달래 만남

이별 빌다

따다 뿌리다

맴돌다

시  「진달래꽃」 의 어휘

고이 :  곱게

역겹다 : 속이 안 좋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거슬리다. 

영변 약산 :  지역 이름(평안북도 영변군 약산리)

아름 :  두 팔을 벌려 껴안은 둘레의 길이

사뿐히 :  가볍고 조심해서 걷다.

즈려밟다 : ‘지르밟다’의 방언형. 위에서 힘주어 내리눌러 밟다. 

보내드리오리다 :  보내드립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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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진달래꽃'이라는 대중가요입니다. 노래를 들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노래입니까? 

만남, 사랑, 행복, 이별 등 여러분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제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 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 줄게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T8yNhq1hvBHlGy3yieUezYB4vXOY2HhhqomWjsGtEVM0A?e=kCTB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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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떠나 바람 되어 그대를 맴돌아도

그댄 그녈 사랑하겠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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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꽃’이라는 노래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김소월이 1925년에 쓴 시 �진달래꽃�을 읽어 봅시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1925, 김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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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달래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 위의 시의 주인공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4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진달래꽃」 해설   한국 시를 대표하는 시 중 하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며 이별의 슬픔을 견디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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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으)ㅁ

동사, 형용사, ‘-이다’를 명사처럼 사용하게 한다.

ー기 ー(으)ㅁ

□ 문어체, 구어체에서 사용 □ 주로 문어체에서 사용

□ 행동적, 지속적, 외면적 □ 사실적, 객관적, 내면적

예  좋다, 싫다  

쉽다, 어렵다, 힘들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결심하다, 약속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등의 서술어와 같이 쓴다.

예   기쁘다, 슬프다  

옳다, 나쁘다 

분명하다, 틀림없다  

발견하다. 알다, 알리다, 보고하다 등의 서술

어와 같이 쓴다. 

목이 아파서 말하기가 힘들다.

민수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라.

마리아는 미국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음이 슬프다.

 반어법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잘못한 친구에게) 잘했다 잘했어.

(약속에 늦은 친구에게) 참 빨리도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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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네가 (성공하기 / 성공함)을/를 바란다.

2 민수는 (책 읽기 / 읽음)을/를 좋아해요.

3 나는 형의 말을 (믿기 / 믿음)이/가 어려웠다.

4 시험 준비 때문에 민수가 모임에 올 수 (없기 / 없음)이/가 분명하다.

5 엄마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기 / 합격했음)을/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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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읽기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서 매주 한 번씩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바쁜 중에도 성심여자대

학교에 가는 것은 나에게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열일곱 되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가서 사회 교육가 미우라 선생 댁에서 머물

게 되었다. 그 집에는 선생님 부부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잘 따랐다.

다음 날 아사코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화병에 담아 내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 같았다. 성심여학교 초등학생 1학년인 아

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아사코가 다니는 학교까지 산책을 했다. 아사코는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 주었다.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나의 목을 안고 뺨에 입을 맞췄고 작은 손수

건과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 십 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하였다. 나의 얼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사

코에게 안데르센의 동화책을 주었다.

그 후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어리고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

였다. 내가 두 번째 동경에 갔던 것도 사월의 봄이었다. 동경역 가까운 곳에 여관을 정

하고 미우라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되

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 있는 목련꽃과도 같이. 그때 아사코는 성심여학교 영문

과 3학년이었다. 아사코는 나와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날도 토요일이

었다. 아사코와 나는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성심여학교까지 산책을 했다. 아사코는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었던 그 우산을 생각한다. 아사코와 나

는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했고 가볍게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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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또 십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

었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다. 나는 가끔 아사코 생각을 했다. 결혼은 했을까,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1954년 미국에 가던 길에 나는 동경에 들러 미우라 댁을 찾아갔

다. 미우라 선생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결혼하여 선생님 댁 근처에 살고 있다

는 아사코의 집으로 갔다. 

이십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안데르센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같이 뾰족 지붕과 

창문이 있는 집이었다. 십 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이 되었다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와 마주쳤다. 미국계 일본인 2세

인 아사코의 남편은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사람이었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하

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

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 피천득 

1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휘   성심여학교(1800년 프랑스에서 창설된 성심수녀회가 전 세계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학교), 

동경(도쿄), 미국계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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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글을 잘 읽고 제목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첫 번째 만남

  제목

내용

아사코와의 인사

아사코의 모습

내용

아사코와의 인사

아사코의 모습

내용

아사코와의 인사

아사코의 모습



178   한국문화강좌 한국어 중급편

3   만약 십여 년 후 아사코를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만남이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보십시오.

  말하기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만남이나 헤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12 현대 문학   179 

더 알아보기STEP 5

백년해로(百年偕老)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살면서 늙다.

부귀영화(富貴榮華)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로 누리는 영광스럽고 호화로운 생활

동문서답(東問西答)   묻는 말과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일거양득(一擧兩得)   한 가지 일로 두 개 이상의 이득을 얻다.

1                                                   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 건강이 최고지! 

2 그녀와                                                  하기로 약속했다. 내년에 결혼식을 할 것이다.

3 담배를 끊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절약되고. 이거                                                  

4    A: 시험 공부 다 했어?  

B: 응, 운동 다 했어.  

A:  자꾸                                                  할래?





13

고전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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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보충 어휘

요구 그네

심술 욕심

잔치 결함

관상 약점

장수 계시

거절하다 갇히다

무릅쓰다 강요하다

다스리다 결심하다

견디다 참다

숨기다 독특하다

함부로 

문학

고전 문학 현대 문학

구비 문학 구전 문학

국문 문학 한문 문학

설화 전래 동화

신화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아니리 창 발림

고수 추임새

정서 풍자

해학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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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춘향전

기생의 딸 춘향은 전라도 남원에 삽니다. 어느 날 광한루에 그네를 타러 나갔다가 사

또의 아들 몽룡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몰래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가 서울

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몽룡은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같이 가게 되고 춘향이와 헤어

지게 됩니다. 춘향은 몽룡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몽룡을 기다

립니다. 새로 온 사또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요하지만 춘향은 죽기를 무릅쓰고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이때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 내려온 몽룡이 춘향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올라가 

평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1 〈춘향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2 춘향이는 어떤 인물입니까? 

3 여러분의 나라에도 〈춘향전〉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휘   전라도 남원, 기생, 광한루, 사또, 수청을 들다, 강요하다, 암행어사,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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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춘향전〉은 판소리가 소설로 만들어져 지은이를 알 수 없는 한국 고전 소설의 

대표작입니다. 판소리 〈춘향전〉 중 '사랑가'라는 노래를 들어 봅시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히 이히 이히 내 사랑이로다 아매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 떠리고 강릉의 백청을 다르르르 부어 씰랑 발라 버리고

붉은 점 웁벅 떠 반간 진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당동지 지루지허니

외가지 단 참외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아매도 내 사랑아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병 사탕의 외화당을 주랴 

아매도 내 사랑아 

시금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 서는디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긋 웃어라 잇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http://archive.gugak.go.kr/portal/detail/searchVideoDetail?clipid=36681&system_id=AV&recording_type_co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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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듣기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판소리는 노래 장르이다. ( O / X )

2 판소리는 기록 문화로 전해져 왔다. ( O / X )

3 판소리는 연극적이며 한국인의 감정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 O / X )

2   여러분 나라의 전통 노래를 소개해 보십시오.

판소리란?   

판소리는 넓은 마당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고수(북 치

는 사람)의 북소리에 맞춰 아니리, 발림을 섞어 이야기

를 만든다.

•소리 :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음정 있는 노래

•아니리 :  고수의 북 장단과 추임새에 맞춰 여러 인물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나 상황, 설명 등의 이야기

•발림 : 노래하면서 하는 몸동작

•추임새 :  북 치는 고수가 북을 치면서 ‘좋다’, ‘좋지’, ‘얼씨구’, ‘으이’ 등의 소리를 내는 것

http://archive.gugak.go.kr/portal/detail/searchVideoDetail?clipid=36681&system_id=AV&recording_type_co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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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1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예쁜 ‘콩쥐’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콩쥐 엄마는 일찍 돌아

가셨습니다. 콩쥐가 열 살이 넘었을 때 아빠는 다시 결혼을 했고 콩쥐에게 새엄마가 생

겼습니다. 새엄마는 콩쥐보다 조금 어린 ‘팥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새엄마와 팥쥐는 

욕심이 많고 심술도 많아서 콩쥐를 구박하고 매일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새엄마와 팥쥐는 새 옷을 입고 나가면서 콩쥐에

게는 많은 일을 시키고 일이 다 끝나면 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너무 

많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여러 동물들과 함께 콩쥐를 도

와주었습니다. 콩쥐는 새어머니가 시킨 일을 모두 마치고 선녀가 준 비단옷과 꽃신을 

신고 잔칫집으로 갔습니다. 콩쥐는 우연히 원님과 마주치자 허둥지둥 개천을 건너다가 

꽃신 한 짝을 냇가에 빠뜨렸습니다. 원님은 꽃신의 주인을 찾으라고 명령했고 부하들

은 온 마을에 꽃신의 주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새엄마와 팥쥐도 꽃신을 신어 보았지

만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콩쥐가 꽃신의 주인이라고 밝혀지고 원님과 결혼하여 행복

하게 살았습니다. 

어휘   새엄마, 구박하다, 비단, 개천, 원님, 부하, 욕심, 잔칫집, 빠뜨리다, 허둥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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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 나라에도 〈콩쥐 팥쥐〉와 비슷한 옛날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옛날이야

기와 〈콩쥐 팥쥐〉를 비교하여 정리하고 소개해 주십시오.

콩쥐와 팥쥐 예 신데렐라

인물과
성격

콩쥐 :  
팥쥐 :  
새엄마 :  
원님 :  

사건

결과

교훈

2  한국 사람들은 ‘팥쥐 엄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

니까?

3  여러분 나라에서는 한국어의 ‘팥쥐 엄마’와 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표현하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콩쥐 팥쥐〉 전래 동화의 뒷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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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 옛날에 남이 모르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가 당나귀 

귀처럼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갑자기 커진 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숨기고 싶었

습니다. 그래서 왕은 귀를 숨기기 위해 큰 모자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가장 갓을 잘 만드는 사람을 불러 모자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었

습니다. 갓을 만드는 사람은 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웃음을 참았습니다. 왕은 

갓을 만드는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 말고 자신의 큰 귀를 가릴 수 있는 큰 모자를 만들

어 달라고 했습니다. 갓을 만드는 사람은 왕에게 큰 모자를 만들어 바쳤지만 왕의 비밀

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마음의 병이 생겼습

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한밤중에 뒷산의 대나무 밭에 땅을 파고 ‘임금님 귀

는 당나귀 귀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자 그는 마음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대나무 밭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

가 들리자 놀란 왕은 대나무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나무가 자라면 바로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대나무를 자르고 싸리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

다. 그러나 여전히 싸리나무도 같은 소리를 내었고 결국 싸리나무까지 모두 베어 버렸

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 왕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왕의 귀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왕은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중년의 남

자와 남자의 아들인 젊은 청년이 왕을 찾아와 왕의 귀는 결함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의 모습을 보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큰 귀는 장수와 복을 불러 오는 관상으로 부

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귀로 백성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하늘의 계시라고 설명해 주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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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왕은 자신의 약점이던 큰 귀로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위

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1  여러분 나라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비슷한 옛날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의 옛날이야기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비교하여 정리하고 소개해 주십시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인물과
 성격

임금 :

갓을 만드는 사람 :  

아버지와 아들 :  

사건

결과

교훈

어휘   당나귀, 밭, 갓. 관상, 대나무, 싸리나무, 베다, 심각하다, 가리다,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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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전래 동화의 뒷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삼국유사』의 신라 경문왕의 귀에서 유래한 설화로 만들어졌다. 

경문왕은 왕이 되고 난 뒤 귀가 길어져서 나귀 귀처럼 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왕의 두

건을 만드는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죽을 때가 되어 대나무 숲에 들어가 “우리 임금의 귀

는 나귀 귀”라고 외쳤다. 그 뒤부터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서로 부딪치며 그런 소리가 들

리자 경문왕은 대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산수유를 심게 했는데, 그 뒤로는 “우리 임금의 귀는 

길다”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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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춘향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춘향전>은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삶의 다양한 문

화적 요소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판소리로 시작하여 판소리계 소설로 전해져 

현대에는 연극,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로 만

들어진 <춘향뎐>은 조선 시대의 삶의 양식과 전통문화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

다. 양반 지배층으로부터 하급 관리, 농민, 기생에 이르기까지 작품 안에 등장하는 다

양한 인물들의 묘사를 통해 조선 시대의 문화, 신분 제도, 생활 등을 자세히 알 수 있

습니다. <춘향전>은 신분의 차이로 인해 고난을 겪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언어 텍스트 <춘향전>의 내용을 읽고 영화 <춘향뎐>(2000)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영화 <춘향뎐>을 통해 판소리뿐만 아니라 세시풍속의 하나인 단오절, 

조선 시대 일상 생활문화(의상, 주거 형태, 생활 물품 등), 사회 신분 제도, 민중 의식, 

유교 문화와 정절의 의미, 과거 제도와 암행어사 등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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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장르

공포 영화 액션 영화

코미디 영화 로맨틱 코미디

블랙 코미디 만화 영화

전쟁 영화 공상 과학 영화

멜로 드라마 드라마

스릴러 다큐멘터리

영화 구성 

감독 배우 주연

조연 제작진

배경 음악 줄거리 장면

각본 대사 자막

더빙 영상 작품

예고편 영화제 시상식

관객 포스터

촬영하다 출연하다

개봉하다 상영하다

공개하다 수상하다

평가

감상평 영화 평론

세련되다 잔인하다

웅장하다 인상적이다

폭력적이다 감동적이다

사실적이다 필연적이다

우연적이다 창의적이다

함축적이다 기억에 남다

평점을 주다 역할을 하다

주목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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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민수	 민수 씨, 이 영화가 요즘 인기가 있대요. 같이 보러 갈래요?

마리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영화예요?

민수  무서운 영화예요.

마리아    미안해요. 저는 무서운 영화를 안 좋아해요. 밤에 무서운 꿈을 꾸거든요. 다른 

영화는 어때요?

민수	  마리아 씨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마리아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무슨 N

무엇인지 모르는 대상의 종류에 대해 물을 때 사용한다.

무슨 꽃을 좋아해요?   ―   장미를 좋아해요.

무슨 노래를 들어요?   ―    K-POP을 들어요.

무슨 강의를 들어요?   ―   ‘한국의 미술’이라는 수업을 들어요. 

 어떤 N

사람이나 사물의 내용, 특성 성격 등을 물을 때 사용한다.

어떤 것에 대한 상태

어떤 꽃을 좋아해요?  ―  노란 꽃을 좋아해요.

어떤 노래 들어요?  ―  슬픈 노래를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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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거든요. 

N(이)거든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공포 영화는 안 좋아해요.    ―  무서운 꿈을 꾸거든요.

왜 늦었어요?  ―  미안해요, 늦잠을 잤거든요.

비행기가 빠른데 배를 탔어요?  ― 네, 비행기 표가 비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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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1   다음 질문의 대답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1 무슨 음식이에요?   국수, 단 음식, 떡볶이, 냉면, 불고기, 김밥, 매운 음식

2 어떤 음식이에요?   비빔밥, 잡채, 짠 음식, 싱거운 음식, 냉면 

3 무슨 영화예요?   공포 영화, 코미디 영화, 재미있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 멜로 드

라마, 드라마, 다큐멘터리

4 어떤 영화예요?   액션 영화, 슬픈 영화, 만화 영화, 전쟁 영화, 공상 과학 영화,  

웃기는 영화, 스릴러 영화, 잔인한 영화

2   ‘ー거든요.’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1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2 그 영화 감독은 대단해요.   

3 BTS는 유명해요.   

4 너무 피곤해요.   

5 오늘 제가 한턱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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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듣기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서양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 O / X )

2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 O / X )

2   잘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인도 영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 위와 같은 인도 영화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여러분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특

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휘   정형화, 힌두교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cbW56r8W4xBh_ajyPlVqeUBYak-Ho4zL7DzoJ-UQTD4Vg?e=C3hNoF
https://hkm7708-my.sharepoint.com/:u:/g/personal/hkm7708_hkm7708_onmicrosoft_com/Ec2ECssAtatPg3uTX1o8eDUBo-e3S6HTMUl-VJfAKgX4UQ?e=r47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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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국내 영화제는 물론 2021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영화상을 받았다. 영화 ‘기생충’은 영

화제 수상과 더불어 영화뿐만 아니라 나라별 다양한 영화 포스터로도 주목을 받았다. 

‘기생충’은 가족 전원이 백수인 기택 가족과 IT 기업 CEO인 박 사장 가족이 과외를 

매개로 얽히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블랙 코미디다.

‘기생충’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가난과 부 사이의 공존이 공생적 관계로서 가능한

지 아니면 필연적으로 기생적 행동과 그에 따른 충돌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

한다. 이러한 주제는 영화 포스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화 개봉 당시 봉준호 감독은 포스터의 인물들의 눈을 왜 가렸는지, 다리는 누구 다

리인지 사실은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포스터 디자이너가 시나리오를 다 읽어 보고 촬

영 현장에도 몇 번 오고 난 후 디자인을 했다고 한다.

한국판에서는 영화의 상황과 상징성을 그대로 담은 포스터로 눈길을 끈다. 기택 가

족은 까만 모자이크로 눈을 가렸고 박 사장 가족은 하얀 모자이크로 눈을 가렸다. 거기

에 한쪽 구석에 여성의 다리가 드러나 있어 기괴함을 극대화한다.

프랑스는 다양한 형태의 포스터를 내놓았다. 박 사장 부인을 중심으로 영화 속 한 장면

을 포스터로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고 박 사장 가족 사진이 확대되어 있지만 흐리게 지워

져 있는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흐리게 지워져 있는 이 포스터 안에는 ‘우리

는 모두 누군가의 기생충이다’라는 글과 ‘침입자를 찾아라’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 

영화 포스터는 해당 영화의 주제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관객에게 전달한다. 각 

나라별 영화 ‘기생충’ 포스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어휘    기괴함, 공존, 의문, 확대되다, 제기하다, 모자이크, 드러나다, 공생적, 기생적,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시상식, 침입자, 극대화, 가리다, 백수, 얽히다, 공존, 충돌, 과외.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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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4

7

5

8

1   영화 〈기생충〉 포스터는 나라마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

인 포스터는 무엇입니까? 인상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포스터들은 무엇을 의

미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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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번 포스터의 주인공들은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왼쪽 아래의 여자 다리는 누구

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3   여러분이 추천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십시오.

이름
 내용

영화 제목

영화 종류

줄거리

추천하는  
이유

예    ◯◯◯  씨가 추천하는 영화는 〈국제시장〉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 후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와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

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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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여러분의 인상에 남은 영화의 장면이나 대사를 소개해 주십시오.

영화 제목

예  극한직업

영화 종류

예  코미디

줄거리

예   마약반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치킨집도 하면서 여러 일을 겪지만,  

결국 범인을 체포한다.

좋아하는 
장면이나 

대사

예  마지막 주인공이 좀비처럼 일어나서 범인의 다리를 물어 잡는 장면

좋아하는 
이유

예  형사 개개인의 성격과 감정이 잘 나타나며 대사가 재미있다.

감상평

예   지루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친구들이나 가족과 같이  

볼 수 있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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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천생연분 (天生緣分)   하늘이 만들어 준 부부 인연

유비무환 (有備無患)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각양각색 (各樣各色)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 

이심전심 (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

1  꺼진 불도 다시 봐야지요,  

   (이)잖아요. 

 

2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지만  

　　   　(이)다. 

3  저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려. 

　　   　(이)야. 

4  아! 나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는  

잘 통해 　　  (이)네. 

점심은 
비빔밥!





15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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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STEP 1

핵심 어휘

생략하다 호응하다

품사 문장 성분

연결 어미 종결 어미

공식적 비공식적

구어체 문어체

격식체 비격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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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STEP 2

 발표 순서   

1   시작하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 대학교 ◯◯◯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입니다. 

2 주제 발표  오늘의 발표 주제는  입니다.

  저는 오늘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3 발표 순서 발표 순서는 첫째,                                        둘째,                                             …… 

  마지막으로  입니다.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정리하면  

  이상으로  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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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기STEP 3

아래 글을 읽고 제시한 문장을 격식체로 바꾸어 보십시오. 

언어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말과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말로 나눌 수 있다. 말할 때 사

용하는 표현을 구어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을 문어체라고 부른다. 말할 때와 글

을 쓸 때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특히 구어체는 듣는 사람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데 공식적인 상황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는 격식체를 사용하고 편

안한 상황에서는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한국어의 격식체는 평서문에서 ‘– ㅂ니다./습니다.’ 비격식체는 ‘– 아/어요.’를 사용하

는데 문장의 유형, 즉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 따라 종결 어미가 달라지고 조

사, 부사 등 품사와 단어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구어체의 비격식체에서는 일반적으로 

‘– 이/가, – 을/를’의 조사를 많이 생략하지만 구어체의 격식체에서는 조사를 거의 생략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격식체에서는 ‘근데’, ‘뭐’ 등 단어의 축약형과 ‘– (이)랑’, ‘– 한테’의 

조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어체와 문어체, 비격식체와 격식체 등 상황에 따

른 언어 표현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1 저는 김민수예요. ▶                  

2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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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으로 가세요.  ▶        

4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       

5 저한테 질문해요. ▶        

6 한국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     

7 근데 언제 집에 가요? ▶        

8 이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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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STEP 4

 말하기    

여러분이 준비한 주제로 발표해 봅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서 온 ◦◦◦(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추천하는 영화

발표자: ◯◯◯  

차례

1. 영화 소개 - 줄거리 

2. 추천하는 이유  

 1) 

 2)

 3)

3. 영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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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STEP 5

1  한국어에는 다양한 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의 조사를 바르게 고쳐 쓰십시오.

1 학교에게 간다.

2 나는 빵이를 좋아한다. 

3 우리 배 타러 갈 것이다.

4 옛날에 한 소년은 살았다. 

5 이것은 나라의 경제에게 좋은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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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7 내일에 고향에 간다. 

8 나는 하늘가 보면 기분이 좋다.

9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10 교실에서 학생들이 10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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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문장의 시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십시오.

1 홍콩의 야경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다.

2 비가 왔어서 우산을 썼다. 

3 BTS는 한 명 한 명 모두 잘 생긴다.

4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자마자 유학을 갔다. 

5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동생이 만들은 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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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되다.

7 이 학생은 내년에 졸업한 학생이다.

8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만나기가 어렵다.

9 민수 씨는 눈이 커요. 아버지를 닮아요. 

10 작년에 예쁠 치마를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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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표현을 문장 호응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

1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2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역사는 반복된다.

3 아버지는 자주 이거 저거를 하지 마라고 했다.

4 자료에 따르면 외국 유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나타났다

5 한국 사람들이 모자를 쓰게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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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화 소리를 못 들었다. 왜냐하면 샤워를 하고 있었다. 

7 명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명수가 친절하다. 

8 나는 취미로 책이나 음악을 듣는다.

9 눈과 바람이 불었다.





받아
쓰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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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물 소개             정답 238쪽

마리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기가 강의실 205호이지요?

함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처음 왔어요. 한국어가   걱정이에요.

마리아  저는 아시아학을 전공해서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함  저는 한국어를 2년 동안 배웠지만 아직 문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긴장을 해요.

마리아  저도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같이 K-POP 댄스도 

배우고 태권도  에서 태권도도 배워요. 여러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한국어도 연습할 수도 있어요. 학교 수업 끝나고 같이 갈까요? 

받아쓰기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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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모              정답 239쪽

|  듣기 1  |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에 파란색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빨간색 작은 배낭을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운동화를   있습니다. 아이를 보신 분은 백화점 안내 센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3세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에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빨간색 작은 배낭을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운동화를   있습니다. 아이를 보신 분은 백화점 안내 센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듣기 2  |

제 남자 친구는 긴 얼굴에 짧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크지만  은 없습니다. 

눈썹이   구레나룻이 있습니다. 

이마가 넓고 오른쪽 눈  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입술이   귀가 큽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제 남자 친구는 멋있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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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보              정답 240쪽

한국에서는 새해 아침에 떡국을 먹습니다.

먼저   긴 모양의 떡을   썰어 고기와 함께 준비합니다. 

하얀 떡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안 좋은 일을 잊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모양의 가래떡은  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둥글게 썬 모양은 동전의 모양과 같아  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먹는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 봤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떡국은 ‘나이를 더 먹는 떡’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쌀이 

 때문에 떡을 만들어 먹는 날은 특별한 기념일이었고, 고기와 함께 먹는  

떡국은 명절 음식이 된 것입니다. 

새해 첫날 떡국을 먹는 문화는 새해에 나이가 한 살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물을 때  고 묻기도 합니다. 

또 떡국에서 만들어진 ‘ ’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떡국에 넣는 꿩고기가 아주 비싸서 꿩고기 대신 닭고기를 넣어 떡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필요한 것이 없을 때 

‘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날에 먹는 떡국은 다양한 의미가 있으며 재미있는 표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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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꿈              정답 241쪽

여러분은 꿈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준다고 믿습니까? 꿈의 내용을 풀이하여  

미래를 예견하는 일을 ‘ ’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전통적인 꿈풀이가 있습니다. 

꿈에 용이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고 과일이나 꽃 

등이 나타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임신한 여성이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주변 사람들이 꾸는 꿈을 ‘ ’이라고 합니다. 

돼지나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면 큰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꿈에  

돼지나 조상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러 갑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예상하는 꿈을 ‘ ’이라고 합니다.

치아가 빠지는 꿈을 꾸면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풀이하고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꿈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풀이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예상하는 꿈은 ‘ ’ 또는 ‘ ’이라고 합니다. 

이런 안 좋은 꿈들은 보통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꿈은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불안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꿈을 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 좋은 꿈을 꾸어도 풀이에  

따라 좋은 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좋고 나쁜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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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변화              정답 242쪽

100년 전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면 많은 것이  . 한국의 주거 양식도  

한옥에서 지금은 아파트, 연립 주택, 원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옛날 집은 초가집과 기와집입니다. 양반들은 크고 넓은 기와집에서 살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에는 온돌이  

있었습니다. 온돌은 열기가 방바닥 전체의 온도를 높여 주는  입니다.  

방 한쪽에 구멍을 만들어 불을 붙이고 이때 만들어지는 연기가 돌로 만들어진  

방바닥을   마지막에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한국의 집은 남향으로 집을 지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조선이 개방되면서 외국에서 여러 건축 재료가   집의 모양도  

다양해졌습니다. 

지금은 높은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집의 재료와 모양이 더 다양해졌지만, 한국의 

집들의 공통점은  를 이용한 보일러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람들은 여전히 남향으로 지은 집을 더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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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실수와 후회             정답 243쪽

민수   오늘 ‘백조의 호수’는 정말 좋았어요. 마리아 씨는 발레 공연을 자주 봐요?

마리아   네, 자주 보러 가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했어요. 

그때는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민수    그래요? 그런데 왜 그만 두었어요?

마리아   연습 중에 넘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때 치료를 잘 하고  

. 결국 발레는 포기했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한국어 공부도 재미있어요. 한국어를   예술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요.

민수   그래요. 어렸을 때 꿈을 포기한 것이   하지만 마리아 씨는  

언어에 재능이 있고 예술과 문화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적성에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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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여행              정답 244쪽

마리아   저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 출장을 가요.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고 들었어요. 민수 씨는 제주도에  ?

민수   그럼요, 저는 여러 번 갔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국 남쪽에 있는  

제일 큰 섬이지요. 자연이 아름답고   옛날 어른들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많이 갔어요.

마리아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민수   등산을 좋아한다면 한라산에 가 보세요. 제주도 한가운데 있는 산인데,  

의 제일 위에 ‘백록담’이라고 하는 분화구가 있어요.

마리아    등산이 힘들겠지만 도전해 볼게요.

민수   제주도에 가면 여러 곳에 할아버지처럼 생긴 상이 있는데 돌로 만들어서  

‘돌하르방’이라고 해요. ‘하르방’은 할아버지라는 제주도 말인데 돌하르방이  

제주도를  고 해요. 

마리아    참, 가이드북에 제주도를 ‘ ’라고 하는데 ‘ ’가 뭐예요?

민수    삼다도는 ‘바람, 돌, 여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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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건 사고             정답 245쪽

|  듣기 1  |

10일째 계속되고 있는 강원도  이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로 확인 

되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3월 4일 오전 11시 17분 강원도에서 불이 시작돼 12일까지 

200시간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 가장 오래 지속됐던  

2000년 강원도 동해안  은 191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3만 개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의 원인이 인근 주민이 낙엽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불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까지 더해 진화가 쉽지 않아 산불  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KS 기자 마리아였습니다.

|  듣기 2  |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대도’ 조 씨가 또  . 부자들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고도 불렸던 조 씨가 80대 나이에 서울 고급 빌라를  

털다 경찰에  . 

서울 경찰서는 4일 고급 주택가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조 씨를    

예정이라고  .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고급 빌라  

1층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들어가 고급 시계와 금반지 등 귀금속을  고  

합니다. 조 씨는 화단 쪽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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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옆집 창문이 깨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조 

씨를 체포했고 그때 집에는 사람이 없어서  는 없었다고  .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자들의 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며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대도’라고  .

1982년 체포돼 15년간 감옥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목사가 되어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절도 습관을 완전히   2000년 도쿄,  

2005년 서울 마포, 2008년 경기의 주택가를 터는 등 ‘좀도둑’으로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포로 84살 조 씨는 좀도둑질로 17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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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취업              정답 247쪽

|  듣기 1  |

마리아   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양복도 입고 구두도 신고. 다른 사람 같아요.

민수    오늘 면접 보고 왔어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긴장했어요.  

꼭 일하고 싶은 회사인데.

마리아   민수 씨는 무슨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민수   처음에는  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에서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 연봉은 높지 않지만 더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승진   도 많고요.

마리아   맞아요.  이나  이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다 있어요.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지요. 민수 씨는   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취업 기회가 생길 거예요. 

민수   마리아 씨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마리아   저는 30대까지 열심히 일하고 40대부터는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절약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지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민수   그렇군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편이에요.

마리아   민수 씨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욜로족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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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2  |

마리아   내일 면접을 보러 가는데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요? 

민수   한국에서는 면접을 볼 때   옷차림이 좋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해요.  

보통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어요. 

마리아   여자들은 꼭 치마를 입어야 해요? 

민수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짧은 치마나 몸에   옷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큰 목걸이, 귀걸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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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              정답 249쪽

한국, 중국, 일본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라입니다. 세 나라의 문화 차이는  

의식주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대부분   끝이 뭉툭하며   나무로 만듭니다. 중국  

가정에서는 여러 사람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아 개인이 먹을 만큼만   먹습니다.  

음식이 자기에게서 멀리 놓여 있어   젓가락이 필요했습니다. 또   음식들이  

많아 나무 재질이 편리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생선 음식이 많은 일본은 생선의 가시를 고르기에는    

끝이   젓가락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1인 식탁 문화는   젓가락이  

편리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1인 단독 식탁 문화도, 중국의 원형 식탁 문화도 없어 중간 크기의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식탁은 국, 밥,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젓가락은 

나무 재질이 아닌  로 만들어졌고 적당히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중국과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먹지만 한국 사람들은 밥상에   먹습니다. 

세 나라는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나라지만 한국, 중국, 일본은 식사 예절에도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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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어              정답 250쪽

인간은 언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언어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 언어의 특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 인간은 내적인 사고를 외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데 언어를 도구로 생각하며 그 결과 사고력과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물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큰 영향을  

줍니다.

둘째, 언어가 사고를  . 독일의 언어 철학자 홈불트는 한 국민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다른 국민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가 다른 국민이 쓰고 있는 언어 구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언어는 추상화 능력을  . 인간의 사고 능력 중 여러 구체적인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추상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언어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일반 언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언어와 사고가 상호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점을 추론하고 하나의 범주로 추상화하여 받아들이는  

생각과 능력이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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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대 문학             정답 251쪽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제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 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 줄게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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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떠나 바람 되어 그대를 맴돌아도

그댄 그녈 사랑하겠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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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전 문학             정답 253쪽

|  듣기 1  |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히 이히 이히 내 사랑이로다 아매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 떠리고 강릉의 백청을 다르르르 부어 씰랑 발라 버리고

붉은 점 웁벅 떠 반간 진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당동지 지루지허니 

외가지 단 참외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아매도 내 사랑아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병 사탕의 외화당을 주랴 

아매도 내 사랑아 

시금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 서는디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긋 웃어라 잇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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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2  |

판소리는 문학과 음악, 무용, 연극을 포함한 한국의 독특한 종합 예술의 장르이다. 

판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으로 음악과  이 있다는 점에서 

연극의 장르이기도 하다. 판소리는 기본  이 있지만 긴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  의 반응에 따라 노래하는 사람이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판소리는 한국인의  를 해학과 풍자로 표현하며 음악과 관객이 함께  

 전통 예술이다.

14   대중 문학             정답 254쪽

|  듣기 1  |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을 전해 드리는 〈문화가 산책〉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기의 배경으로 

한국적이지만   다양한 이야기,   연출과 영상, 아름다운 배경 음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영화제에서 영화나 출연 배우들의  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인기가 한 시기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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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2  |

인도 사람들은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인도에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많은 영화를  . 인도 영화를 발리우드(Bollywood) 영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 뭄바이의 옛 이름인 봄베이(Bombay)와 할리우드(Hollywood)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도 영화는 정형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화 안에 여러  가 섞여  

있고 천재나 능력자인 주인공이 모든 문제를  .  가장 큰 특징은  

영화 내용에 반드시 춤과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리우드 영화가 이런 특징을 가지는 이유는  와    때문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다양한 신이 있는데 그중에 춤과 노래의 신이 중요한 신입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있고 사용하는 언어가 많아서 영화에  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춤과 노래를 영화에 포함시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한 나라의 영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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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물 소개          15쪽

마리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기가 강의실 205호이지요?

함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처음 왔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걱정이에요.

마리아  저는 아시아학을 전공해서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함  저는 한국어를 2년 동안 배웠지만 아직 문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긴장을 해요.

마리아   저도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같이 K-POP 댄스도  

배우고 태권도 동아리에서 태권도도 배워요. 여러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한국어도 연습할 수도 있어요. 학교 수업 끝나고 같이 갈까요? 

대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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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모           30쪽

|  듣기 1  |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곱슬머리에 파란색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색 작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신 분은 백화점 안내 센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3세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곱슬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색 작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신 분은 백화점 안내 센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듣기 2  |

제 남자 친구는 긴 얼굴에 짧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크지만 쌍꺼풀은 없습니다. 

눈썹이 짙고 구레나룻이 있습니다. 

이마가 넓고 오른쪽 눈 옆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입술이 얇고 귀가 큽니다.

남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제 남자 친구는 멋있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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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보           44쪽

한국에서는 새해 아침에 떡국을 먹습니다.

먼저 하얗고 긴 모양의 떡을 둥글게 썰어 고기와 함께 준비합니다. 

하얀 떡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안 좋은 일을 잊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모양의 가래떡은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둥글게 썬 모양은 동전의 모양과 같아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먹는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 봤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떡국은 ‘나이를 더 먹는 떡’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쌀이 귀했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 먹는 날은 특별한 기념일이었고, 고기와 함께 먹는  

떡국은 명절 음식이 된 것입니다. 

새해 첫날 떡국을 먹는 문화는 새해에 나이가 한 살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물을 때 떡국을 몇 그릇 먹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또 떡국에서 만들어진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떡국에 넣는 꿩고기가 아주 비싸서 꿩고기 대신 닭고기를 넣어 

떡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날에 먹는 떡국은 다양한 의미가 있으며 재미있는 표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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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꿈           59쪽

여러분은 꿈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준다고 믿습니까? 꿈의 내용을 풀이하여  

미래를 예견하는 일을 ‘해몽’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전통적인 꿈풀이가 있습니다. 

꿈에 용이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고 과일이나 꽃 

등이 나타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임신한 여성이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주변 사람들이 꾸는 꿈을 ‘태몽’이라고 합니다. 

돼지나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면 큰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꿈에  

돼지나 조상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러 갑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예상하는 꿈을 ‘길몽’이라고 합니다.

치아가 빠지는 꿈을 꾸면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풀이하고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꿈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풀이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예상하는 꿈은 ‘흉몽’ 또는 ‘악몽’이라고 합니다. 

이런 안 좋은 꿈들은 보통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꿈은 잠이 완전히 들지 않았을 때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불안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꿈을 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 좋은 꿈을 꾸어도 풀이에  

따라 좋은 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좋고 나쁜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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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변화           72쪽

100년 전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양식도  

한옥에서 지금은 아파트, 연립 주택, 원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옛날 집은 초가집과 기와집입니다. 양반들은 크고 넓은 기와집에서 살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에는 온돌이 있었습니다. 

온돌은 열기가 방바닥 전체의 온도를 높여 주는 난방 시설입니다.  

방 한쪽에 구멍을 만들어 불을 붙이고 이때 만들어지는 연기가 돌로 만들어진  

방바닥을 데우고 마지막에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한국의 집은 남향으로 집을 지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조선이 개방되면서 외국에서 여러 건축 재료가 수입되고 집의 모양도  

다양해졌습니다. 

지금은 높은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집의 재료와 모양이 더 다양해졌지만, 한국의 

집들의 공통점은 온돌의 구조를 이용한 보일러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람들은 여전히 남향으로 지은 집을 더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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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실수와 후회          86쪽

민수  오늘 ‘백조의 호수’는 정말 좋았어요. 마리아 씨는 발레 공연을 자주 봐요?

마리아   네, 자주 보러 가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했어요. 

그때는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민수   그래요? 그런데 왜 그만 두었어요?

마리아   연습 중에 넘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때 치료를 잘 하고  

쉬었어야 했는데. 결국 발레는 포기했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한국어 공부도 재미있어요. 한국어를 잘하게 된다면 예술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요.

민수   그래요. 어렸을 때 꿈을 포기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마리아 씨는  

언어에 재능이 있고 예술과 문화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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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여행         100쪽

마리아   저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 출장을 가요.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라고 들었어요. 민수 씨는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민수   그럼요, 저는 여러 번 갔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국 남쪽에 있는  

제일 큰 섬이지요. 자연이 아름답고 이국적이라서 옛날 어른들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많이 갔어요.

마리아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민수   등산을 좋아한다면 한라산에 가 보세요. 제주도 한가운데 있는 산인데,  

화산의 제일 위에 ‘백록담’이라고 하는 분화구가 있어요.

마리아   등산이 힘들겠지만 도전해 볼게요.

민수   제주도에 가면 여러 곳에 할아버지처럼 생긴 상이 있는데 돌로 만들어서  

‘돌하르방’이라고 해요. ‘하르방’은 할아버지라는 제주도 말인데 돌하르방이  

제주도를 지켜준다고 해요. 

마리아   참, 가이드북에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는데 ‘삼다도’가 뭐예요?

민수   삼다도는 ‘바람, 돌, 여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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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건 사고            112~113쪽

|  듣기 1  |

10일째 계속되고 있는 강원도 산불이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확인 

되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3월 4일 오전 11시 17분 강원도에서 불이 시작돼 12일까지 

200시간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후 가장 오래 지속됐던  

2000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은 191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3만 개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의 원인이 인근 주민이 낙엽을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불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 진화가 쉽지 않아 산불 피해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KS 기자 마리아였습니다.

|  듣기 2  |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대도’ 조 씨가 또 잡혔습니다. 부자들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고도 불렸던 조 씨가 80대 나이에 서울 고급 빌라를  

털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경찰서는 4일 고급 주택가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조 씨를 구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고급 빌라  

1층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들어가 고급 시계와 금반지 등 귀금속을 훔쳤다고  

합니다. 조 씨는 화단 쪽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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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옆집 창문이 깨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조 씨를 체포했고 그때 집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자들의 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며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대도’라고 불렸습니다.

1982년 체포돼 15년간 감옥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목사가 되어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절도 습관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2000년 도쿄,  

2005년 서울 마포, 2008년 경기의 주택가를 터는 등 ‘좀도둑’으로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포로 84살 조 씨는 좀도둑질로 17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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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취업         124쪽

|  듣기 1  |

마리아   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양복도 입고 구두도 신고. 다른 사람 같아요.

민수    오늘 면접 보고 왔어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긴장했어요.  

꼭 일하고 싶은 회사인데.

마리아   민수 씨는 무슨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민수   처음에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연봉은 높지 않지만 더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승진 기회도 많고요.

마리아   맞아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다 있어요.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지요. 민수 씨는 취업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취업 기회가 생길 거예요. 

민수   마리아 씨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마리아   저는 30대까지 열심히 일하고 40대부터는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절약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지요.  

그래야 은퇴해도 살 수 있으니까요. 

민수   그렇군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편이에요.

마리아   민수 씨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욜로족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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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2  |

마리아   내일 면접을 보러 가는데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요? 

민수    한국에서는 면접을 볼 때 단정한 옷차림이 좋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해요.  

보통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어요. 

마리아   여자들은 꼭 치마를 입어야 해요? 

민수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짧은 치마나 몸에 붙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화려하거나 큰 목걸이, 귀걸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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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         140쪽

한국, 중국, 일본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라입니다. 세 나라의 문화 차이는  

의식주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대부분 길고 끝이 뭉툭하며 가벼운 나무로 만듭니다. 중국  

가정에서는 여러 사람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아 개인이 먹을 만큼만 덜어 먹습니다. 

음식이 자기에게서 멀리 놓여 있어 긴 젓가락이 필요했습니다. 또 기름진 음식들이  

많아 나무 재질이 편리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생선 음식이 많은 일본은 생선의 가시를 고르기에는 짧고  

끝이 뾰족한 젓가락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1인 식탁 문화는 짧은 젓가락이  

편리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1인 단독 식탁 문화도, 중국의 원형 식탁 문화도 없어 중간 크기의  

쇠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식탁은 국, 밥,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젓가락은  

나무 재질이 아닌 쇠로 만들어졌고 적당히 얇은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중국과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들고 먹지만 한국 사람들은 밥상에 놓고 먹습니다. 

세 나라는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나라지만 한국, 중국, 일본은 식사 예절에도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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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어         160쪽

인간은 언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언어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 언어의 특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합니다. 인간은 내적인 사고를 외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데 언어를 도구로 생각하며 그 결과 사고력과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물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큰 영향을  

줍니다.

둘째, 언어가 사고를 형성합니다. 독일의 언어 철학자 홈불트는 한 국민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다른 국민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가 다른 국민이 쓰고 있는 언어 구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언어는 추상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 중 여러 구체적인  

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추상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언어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일반 언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언어와 사고가 상호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점을 추론하고 하나의 범주로 추상화하여 받아들이는  

생각과 능력이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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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대 문학        169쪽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제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 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 줄게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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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떠나 바람 되어 그대를 맴돌아도

그댄 그녈 사랑하겠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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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전 문학            184~185쪽

|  듣기 1  |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히 이히 이히 내 사랑이로다 아매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 떠리고 강릉의 백청을 다르르르 부어 씰랑 발라 버리고

붉은 점 웁벅 떠 반간 진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당동지 지루지허니 

외가지 단 참외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아매도 내 사랑아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병 사탕의 외화당을 주랴 

아매도 내 사랑아 

시금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 서는디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긋 웃어라 잇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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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2  |

판소리는 문학과 음악, 무용, 연극을 포함한 한국의 독특한 종합 예술의 장르이다. 

판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 문학으로 음악과 몸짓이 있다는 점에서 

연극의 장르이기도 하다. 판소리는 기본 대본이 있지만 긴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서 관객의 반응에 따라 노래하는 사람이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판소리는 한국인의 정서를 해학과 풍자로 표현하며 음악과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 예술이다.

14   대중문화         198쪽

|  듣기 1  |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을 전해 드리는 〈문화가 산책〉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기의 배경으로 

한국적이지만 창의적이고 다양한 이야기, 세련된 연출과 영상, 아름다운 배경 음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영화제에서 영화나 출연 배우들의 수상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인기가 한 시기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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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2  |

인도 사람들은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인도에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많은 영화를 개봉합니다. 인도 영화를 발리우드(Bollywood) 영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 뭄바이의 옛 이름인 봄베이(Bombay)와 할리우드(Hollywood)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도 영화는 정형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화 안에 여러 장르가 섞여  

있고 천재나 능력자인 주인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영화 내용에 반드시 춤과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리우드 영화가 이런 특징을 가지는 이유는 종교와 언어 때문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다양한 신이 있는데 그중에 춤과 노래의 신이 중요한 신입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있고 사용하는 언어가 많아서 영화에 자막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춤과 노래를 영화에 포함시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한 나라의 영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