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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Y P E

1   
읽기 

 학습 유형

① 제시된 단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픽토그램) 고르기

 Choose pictgrams which present the given word’s feature. 

②  주어진 간단한 문구를 읽고 지시 내용 고르기

 Choose instructions after reading given phrases.  

 학습 전략

1) 픽토그램 찾기

※ 다음을 읽고 가장 관계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지하철

①  ② 

                      

➌   ④  

                      

Tip

1. 제시된 단어의 특징 생각하기 

    지하철 → 메트로(Metro)  → 레일(rail) 

2. 보기에서 적절한 그림 고르기

 단어와 그림을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제시  present 
지시  indication 

특징  identifying mark  
연관  linkage 

문구   a phrase 
적절한  appropriate 

VocabularyVocabulary

m

unit 

1 어휘와 문법

어휘와 문법에서는 ‘그림을 보고 명사, 동사, 형용사를 찾기’, ‘간단한 대화문에서 제시되는 단어와 

반대 의미나 같은 의미를 찾기’, ‘제시된 문장에서 빈칸에 적절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찾기’, ‘대

화문에서 적절한 연결어미, 종결어미 찾기’, ‘문장에서 적절한 조사 찾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

성하였습니다. 

1.  Type 1 그림과 단어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필수적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이들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고, 연습 문제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하도록 구성했습

니다.  

2.  Type 2 반대 단어에서는 반대 의미를 가진 명사, 동사, 형용사를 예문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들

이 반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Type 3 같거나 비슷한 표현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동사, 형용사, 부사들 중에

서 같거나 비슷한 표현을 함께 묶어서 교재에 구성해 두고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4.  어휘 총연습을 두어 기초적인 어휘들을 학습한 후에 실전 문제의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Type 4 조사와 어미에서는 조사와 예문, 초급 문법과 예문을 통해 초급 단계에서 필수적인 조사 

및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의미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Type 5 네/아니요 의문문에서는 한국어 대화의 기본적인 응답 표현을 학습함으로써 문법에 대한 

이해가 곧 대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Type 6 대화를 만드는 문법에서는 기본적인 구어체 질문과 대답을 이해하고 대화에서 알맞은 말

을 찾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양상의 대화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unit 

2 읽기 

읽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림이나 문구의 지시 내용 파악

하기’, ‘문장이 설명하는 단어 고르기’, ‘두 문장 글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 고르기’, ‘실용문을 읽고 틀

린 내용 고르기’, ‘제시된 글을 읽고 같은 내용의 문장 고르기’, ‘글을 읽고 전체 내용 파악하기’, ‘글

을 쓴 목적 이해하기’, ‘제시된 글을 읽고 빈칸 채우기’, ‘문장을 읽고 글의 흐름에 맞게 나열하기’, 

‘긴 글을 읽고 글의 흐름에 맞게 문장 넣기’ 등 10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단원 구성

단원명: 문제로 배우는 학습 유형을 알 수 

있도록 단원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학습할 유형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을 통해 문제 유형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

습니다. 

‘학습 유형’은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려 줍니다.

‘학습 전략’은 학습 유형에서 제시하고 있

는 해당 문제를 실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픽토그램 찾기>가 학습 유형에 속하는 문

제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픽토그램 찾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단

계를 거치게 되는지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

해 봅니다. 

문제 유형에 따른 TIP을 두어 어떻게 생각

을 펼쳐 나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Vocabulary(어휘)’에서는 STEP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휘를 번역과 함

께 제시하였습니다. 

일러두기 

이 책은 초급 단계의 토픽 시험을 응시하는 학습자를 위한 준비서입니다. 시험이라는 성격상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영역인 어휘와 문법, 읽기로 나누어서 구성하였습니다. 어휘와 문법이 별개

의 구성으로 출제되지 않더라도 이는 다른 모든 문제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어서 편의상 앞에 구

분하여 정리해 둔 것입니다. 듣기는 읽기의 청취형으로 보아서 따로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각 단원에서는 토픽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제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

아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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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유형’과 관련된 TIP을 두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 ‘적용’과 ‘문제 넘기’를 구성하

여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적용’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문제 풀이 방법과 전

략을 새로운 문제를 통해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문제 넘기’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전 문

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견고하게 완

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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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명사 

 그림 동사

 그림 형용사 

 문제 넘기

T Y P E

1  
그림과 단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

한다.

U n i t 1  
어휘와 문법

• 한국어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표현 어휘를 

그림과 함께 학습한다.

•단어의 의미를 그림으로 이해하여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림과 영어 표현 그리고 예문 등을 통해서 단어의 기본 의미를 이해한다. 

•문제를 풀어 가면서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학습 목표

학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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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Y P E

1  그림과 단어
어휘 

 그림 명사 

명사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림을 보고, 단어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십

시오. Type 1 [그림 명사]에서는 ‘위치와 방향, 자연물, 장소, 건물(빌딩), 교실, 식당과 카페, 식품점, 집안, 

사람(직업, 인체), 옷, 액세서리, 탈것’을 그림과 함께 보여 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급 한국어 명사(NOUN) 어휘

1) 위치, 방향  position & direction

2) 자연물  natural object

동(쪽)

east(ward) 

서(쪽)

west(ward)

남(쪽)

south(ward) 

북(쪽)

north(ward) 

밖 

outside

안  

inside

오른쪽 

right side

왼쪽 

left side 

위(쪽)

top

[upper part]

가운데 

middle, center

아래(쪽)  

bottom

[lower part] 

땅 ground    강 river    바다 sea    

해/태양 the sun    달 the moon    별 star    

돌 stone    불 fire    빛 light    구름 cloud    그림자 shadow    

눈 snow    비 rain     눈사람 snowman    

숲 forest    고드름 icicle    나무 tree    소나무 pine tree      

나뭇가지 branches    잎 leaf    나뭇잎 leaf    

낙엽 fallen leaves    꽃 flower    꽃잎 floral leaf    

동물 animal 

개 dog    강아지 puppy    

고양이 cat    소 cow    송아지 calf    돼지 pig    

닭 cock    병아리 chick    오리 duck    

말 horse    사자 lion    코끼리 elephant    

곰 bear    뱀 snake    

쥐 rat    파리 fly    모기 mosquito    새 bird    

비둘기 dove    제비 swallow    참새 sparrow    날개 wing   

서             동 

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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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playground

정류장 stop

야구장 baseball stadium

정거장 railroad station

축구장 football field

기차역 (railroad) station

3) 장소-거리 1  place & street 1 4) 장소-거리 2  place & street 2 

길 road, street 삼거리 three-way junction
네거리(사거리) 

crossroads

극장 
theater    

영화관
 movie theater    

커피숍
 coffee shop 

 빵집 bakery 

제과점 confectionery 

중국집 
Chinese restaurant

은행 
bank

지하철역 

subway station 

열차 train

횡단보도 crosswalk

신호등 traffic light  

편의점 
convenience store 

노래방 
singing place

슈퍼마켓 
supermarket 

주유소 
gas station 

서점 
bookstore

약국 
pharmacy 꽃집 

flower shop 

공항 airport 

다리 bridge 

동물원 zoo 

학교 school 

병원 hospital 

가게 shop 

공원 park  

교회 church 

주택 residence 

건물 building 

아파트 apartment   

우체국 post office 

소방서 fire station 

호텔 hotel 

경찰서 police station 

육교 overpass 

백화점 department store

산 mountain 

섬 island 

✽더 알면 좋은 장소 어휘 

지하철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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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실  Classroom5) 건물(빌딩) 안  Inside of the building

회전문 revolving door  

자동문 

automatic door  

문 door

안내 데스크 information desk  

안내원 clerk 

경비 guard  

안내판 direction board  

게시판 bulletin board  

계단 stairs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엘리베이터 elevator  

비상구 

emergency exit  

사다리 ladder

위층 upstairs  

아래층 downstairs  

자판기 

automat, vending machine  

교재 teaching materials 노트 notebook 노트북 notebook computer    

지우개 eraser 필통 pencil case     책장 bookshelf 

책 book 녹음기 recorder     볼펜 ball-point pen 

핸드폰/휴대폰 cellular phone 종이 paper 테이프 cellophane tape 

펜 pen 풀 paste     프린터 printer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스위치 switch 에어컨 air conditioner 

창 window 창문 window 표 chart 

휴지통 wastebasket      ✽그림을 그려 봅시다. 

선생님 teacher 

학생 student 

책상 desk

의자 chair 
가방 bag

책가방 book bag

공책 notebook

교과서 textbook

분필 chalk

컴퓨터 computer    

키보드 keyboard

마침표 period 

동그라미 

circle mark    
느낌표 

exclamation mark  

칠판 blackboard    

스피커 speaker   

태극기 the national flag of Korea

시계 clock    

지도 map

가위 

scissors

자 ruler

컵 cup

✽건물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연필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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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당-카페  Restaurant & Cafe

수저 spoon & chopsticks   
숟가락 spoon   젓가락 chopsticks

식당 Restaurant

국자 ladle

프라이팬 frying pan

그릇 bowl, vessel

생맥주 draft beer

콜라 cola

주스 juice 커피 coffee

테이블 table    

칼 knife 

메뉴 menu

솥 iron pot   냄비 cook-pot    

포크 fork 

국수 noodles

냉면 Buckwheat Noodles

튀김 fried dish

김밥 rice rolled in dried laver

김치찌개 Gimchi pot-stew

된장찌개 bean-paste pot-stew

떡볶이 broiled dish of sliced rice cake

갈비탕 beef-rib soup

김치 Gimchi

8) 식품점  Grocery store

과일 fruit   

오렌지 orange   

바나나 banana   

파인애플 pineapple   

배 pear   

귤 tangerine   

딸기 strawberry   

사과 apple   

포도 grapes   

수박 watermelon   

토마토 tomato   

기름 oil

물 water

계산기 calculator 

이쑤시개 toothpick 

영수증 receipt  

생선 fish   

오징어 cuttlefish   

고등어 mackerel   

삼치 Spanish mackerel   

갈치 hairtail   

조개 shellfish   

빵 bread   

식빵 bread   

과자 cookie   

비스킷 biscuit  

사탕 sugar candy   

아이스크림 ice cream   

고기 meat fish   

닭고기 chicken   

돼지고기 pork   

소고기/쇠고기 beef  

채소 vegetable  

고구마 sweet potato   

감자 potato   

고추 red pepper

당근 carrot   

버섯 mushroom   

양파 onion   

파 green onion

카페 Coffee house/shop  

국 soup

국물 soup

밥 boiled rice

깍두기 radish Gimchi

찌개 pot stew         

차 tea

케이크 cake 

티스푼 teaspoon

냉장고 refrigerator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가스레인지 gas range

병 bottle

술병 liquor bottle

술잔 liquor glass

잔 cup

카드 credit card        

번호판 order monitor

마이크 microphone

음악 music   

✽더 알면 좋은 식당/카페 어휘 

비빔밥 boiled rice with assorted mixtures

햄버거 hamburger

샌드위치 sandwich

갈비 rib 

삼계탕 chicken broth with ginseng

달걀찜 hard-boiled eggs

달걀부침 fried eggs

자장면/짜장면 noodles with stir-fried bean paste

피자 pizza

불고기 roast meat

담배 tobacco   

맥주 beer   

달걀/계란 egg   

고추장 Korean hot pepper paste   

식초 vinegar   

두부 bean curd   

된장 soybean paste   

간장 soy sauce   

식용유 cooking oil   

술 liquor   

소주 distilled liquor   

라면 instant noodle

통조림 canned goods

소시지 sausage

햄 ham

어묵 boiled fish paste   

소금 salt   

설탕 sugar   

식품점 Grocery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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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람-직업  person & Occupation9) 집안  Inside of the house

거실 Living room    

주방 Kitchen, Dining room    욕실 Bathroom 

연예인 talent

가수 singer 

배우 actor/actress 

아나운서 announcer

소녀 girl

의사 doctor   노인 old person

할아버지 grandfather

아가/아기 infant, baby

경찰/경찰관 police officer 
아저씨 man, mister 

아줌마/아주머니 lady

남자 man   

여자 woman

소년 boy

천장 ceiling 

벽 wall 

바닥 floor 

열쇠 key 

텔레비전 television 

티브이 television 

소파 sofa 

오디오 stereo system 

전화기 telephone 

사진기 camera 

탁자 table 

잡지 magazine 

신문 newspaper 

피아노 piano 

우산 umbrella 

운동화 running shoes 

구두 shoes 

식탁 dinner table 

꽃 flower 

꽃병 flower vase 

티슈 tissue 

상자 box 

전기밥솥 

electric rice-cooker 

주전자 kettle 

쓰레기 waste 

쓰레기통 trash can 

침실 Bedroom & 공부방 Study room 

침대 bed 

이불 bedclothes 

담요 blanket 

인형 doll 

공 ball 

앨범 album 

통장 bankbook 

수첩 pocket book 

초 candle 

촛불 candlelight 

라디오 radio 

난로/전열기 stove 

가구 furniture 

거울 mirror 

달력 calendar 

선풍기 electric fan 

시디 CD 

여권 passport 

상장 certificate of merit 

목욕 bath, bathing 

샤워기 shower bath 

세면기 washbowl 

수도 waterworks 

수도꼭지 faucet 

수돗물 tap water 

비누 soap 

빗 comb 

수건 towel 

칫솔 toothbrush 

치약 toothpaste 

약 medicine 

변기 toilet stool 

휴지 toilet paper 

세탁기 washing machine 

선생님 teacher

학생 student

간호사 nurse

약사 pharmacist

군인 soldier

사진사 photographer

점원 clerk

할머니 grandmother

엄마 mother

아빠 father

형/오빠 elder brother

누나/언니 elder sister

동생 younger brother/sister   

✽더 알면 좋은 사람/직업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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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옷-액세서리  Clothes & Accessories11) 인체  Body 

머리 head   

머리카락 hair   

목 neck   

어깨 shoulder  

가슴 breast, chest

배 belly, abdomen, stomach 

배꼽 navel  
허리 waist   

등 back

엉덩이 hips 

팔 arms
오른팔 right arm  

왼팔 left arm 

오른손 

right hand

왼손

 left hand

다리 leg   

무릎 knee 손 hand

손바닥 palm   

손가락 finger   

엄지 thumb   

새끼손가락 little finger

주먹 fist   

발 foot   

왼발 left foot   오른발 right foot   
발가락 toe   

엄지발가락 big toe   

새끼발가락 little toe

발바닥 sole 

눈 eye   

눈썹 eyebrows   

코 nose   

볼 cheek   

귀 ear   

뼈 bone  

얼굴 face   

이마 forehead   

수염 beard  

입 mouth  

입술 lips 

혀 tongue 

이/이빨 tooth  

턱 chin   

 

양복 suit 

바지 pants

치마 skirt

티셔츠 T-shirt   

셔츠 shirt 

한복 traditional Korean clothes   

귀걸이 earring   

목걸이 necklace   

반지 ring   

시계 watch   

팔찌 bracelet

핸드백 handbag

안경 eyeglasses   

주머니 pocket   

신(발) shoes

지갑 purse   

운동복 sportswear 

허리띠 belt 

단추 button   

모자 hat 

수영복 swimsuit   

양말 socks   

장갑 gloves  

넥타이 necktie  

스타킹 stockings 

속옷 underwear

지퍼 zipper   

손톱 

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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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탈것  Ride & Take things, Transportation 

       그네 swing                휠체어 wheelchair             승강기/엘리베이터 elevator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차/자동차 automobile             버스 autobus                               트럭 truck                                       택시 taxi   

승용차 passenger car

                                            기차/열차 train                                               지하철 the Metro   

 

 경찰차 police car                                 소방차 fire truck                                        구급차 ambulance   

   항공기/비행기 airplane                    배 ship                     오토바이 motorcycle                 자전거 bicycle  

   여객기 airliner                                   여객선 passenger ship                                     

 

 그림 동사  

동사는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림을 보고, 단어 뜻을 분명하게 이

해하십시오. Type 1 [그림 동사]에서는 학습자가 알아야 할 필수 동사 표현을 ‘교실, 파티 중인 거실, 욕

실/화장실, 동물이 있는 놀이 공원, 길거리 음식점, 마법의 성/요정 마을’ 등으로 나누어서 그림과 함께 보

여 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급 한국어 동사(VERB) 어휘

1) 교실 표현  Classroom

수업하다 take lessons in, study 

공부하다 study, learn, work at one's studies 

배우다 learn, take lessons, be taught 

가르치다 teach, instruct, give lessons 

결석하다 be absent, absent oneself 

계시다 be there, stay, be located 

있다 be, there is, exist, be in existence 

가리다 hide, conceal, shield, shelter, screen 

긋다 draw 

깎다 shave, chop, cut, shar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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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티 중인 거실 표현  Living room

한잔하다 

have a drink

전화하다
call, make a phone call

이야기하다/얘기하다 

speak, converse, talk 

뛰다
 run, dash, rush, 

sprint, jog, jump

나가다 

go out, get out, 

take one's way out 

떠들다 

make a noise, be noisy 

3) 욕실/화장실, 침실 표현  Bathroom & Bedroom

벗다 take off, divest oneself of, remove  양치질하다 brush one's teeth 

감다 wash, bathe, take a bath  닦다 wipe, wipe clean, mop 

목욕하다 take a bath, bathe  씻다 wash, cleanse, wipe off 

세수하다 wash one's hands and face  붓다 pour into, fill with, put water in a bowl 

쓰다 put on, wear, cover  입다 put on, don, get into, slip on, wear 

자다 sleep, fall asleep, doze off, go to sleep  잠자다 sleep, go to sleep, fall asleep, take a nap 

깨다 wake up, awake from sleep  꾸다 dream, dream a dream 

꿈꾸다 dream, have a dream  끄다 put out, extinguish, blow out, turn off 

눕다 lie down, lay oneself down, recline on  닫다 shut, close 

덮다 cover, veil, overspread, hang over  두드리다 beat, strike, knock, tap

긁다 scratch, scrape 

기다 crawl, go on all fours 

기어가다 crawl on, go on all fours 

꺼내다 pull out, take out, pick out 

다투다 quarrel, brawl, have words with, argue 

달다 display, fly, put up, hang out 

던지다 throw, cast, sling, toss 

딸꾹질하다 hiccup, hiccough

때리다 strike, hit, give a blow 

떼다 take off, remove, dismantle, separate 

만지다 touch, handle, pass one's hand over 

묶다 bind, tie, fasten together 

박다 hammer in 

싸우다 fight, combat, struggle 

노래하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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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이 있는 놀이 공원 표현  Zoo 5) 길거리 음식점 표현  Cafeteria

구경하다 watch with interest, look at, enjoy seeing 

나타나다 come out, appear, make an appearance, turn up 

날다 fly, soar, take wings, be flown off 

놀다 play, amuse oneself, divert oneself 

놀라다 be surprised, be startled, be astounded at 

다니다 go to and from, go to and back 

달리다 run, rush, dash, dart, hurry 

돌다 go round, turn around, spin 

따다 pick, pluck, nip, clip, trim 

따라가다 go with, accompany, go in the wake of, follow 

먹다 eat, take, have 

무서워하다 be afraid of, fear, dread, be fearful, be in fear 

물다 bite, hold between the teeth 

물리다 get bitten 

쉬다 rest, take a rest, relax, chill out 

쏘다 shoot, fire 

올라가다 go up, ascend, mount, climb, rise 

즐거워하다 be delighted, delight, be amused, enjoy 

기다리다 wait, await, abide, watch for 

다치다 hurt oneself, get hurt, get wounded 

입장하다 enter, get in, be admitted into, get admission

깨다 break, crack, crush, smash 

끓이다 boil, heat, make hot 

나누다 divide, separate, split, break up, share B with a

넣다 put in, let in, pour in, pack in 

녹다 melt, thaw, fuse 

놓다 put, lay, place, set 

덜다 subtract, deduct, take off, reduce  

따르다 pour, fill a cup, put water in a bowl 

뜨다 float, rise 

마시다 drink, take, have, swallow 

만들다 make, create 

맡다 smell, scent, sniff 

비비다 rub, chafe, mix 

식사하다 take a meal, dine, eat 

썰다 chop, mince, dice, slice, cut up 

쏟다 pour out, spill, drop, empty, be bent on 

씹다 chew, masticate 

앉다 sit, take a seat, sit down, squat down 

굽다 roast, broil, bake, toast, grill, parch 

요리하다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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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법의 성/요정 마을 표현  

가꾸다  grow, cultivate, rear, raise, take care of, 

decorate 

갈아입다 change one's clothes 

갈아타다 change to another line, transfer to 

감다 close one's eyes 

건너다 pass over, go across, cross over 

고치다 mend, repair, make good, fix (up), cure 

기르다  bring up, feed, breed, raise, foster, nurse, 

nurture

기뻐하다 be pleased with, be happy with, be glad to 

나오다 come out, step out, appear 

내려가다 go down, descend, fall, drop 

널다 spread out, stretch, hang out to dry 

들어가다 enter, go in, get in, step in 

뜨다 open, be awake 

멈추다 stop, cease, put a stop to 

묻다 bury in, inter, inhume 

밀다 push, shove, thrust 

노래하다 sing a song, chant, sing 

비행하다 fly, make a flight 

수영하다 swim, bathe, have a swim 

심다 plant, set, sow, implant 

안다 hold in one's arms, embrace 

오르다 go up, climb, ascend, rise 

운동하다 move, be in motion, exercise 

운전하다 put in motion, set going 

이륙하다 take off, take the air, leave the ground 

착륙하다 land, make a landing, reach the ground 

잡다 catch, get, take, seize, hold 

잠들다 fall asleep, drop off to sleep 

주다 give, give away, pass, let a have 

줍다 pick up, gather, collect, find 

집다 pick up, take up, point at, eat 

찍다 stamp, seal, impress 

찢다 tear, rend, rip, split 

춤추다 dance a dance, do a dance

✽그림에 없는 단어들을 그려 봅시다. 또 어떤 동사를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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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형용사  

형용사는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림을 보고, 단어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Type 1 [그림 형용사]에서는 학습자가 알아야 할 필수 형용사 표현을 ‘색깔과 밝기, 감정과 

기분, 형태와 모양, 음식과 맛, 외모, 상태와 느낌’ 등으로 나누어서 그림과 함께 보여 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급 한국어 형용사(ADJECTIVE) 어휘

1) 색깔과 밝기를 나타내는 표현  Color & Bright

 

밝다
bright, light, rosy

노랗다 

yellow 

까맣다, 검다 
deep-black, 

jet-black, coal-black

빨갛다 

red, crimson 

어둡다 

dark, dim   

하얗다/희다 

very white, pure white 

2) 감정과 기분을 나타내는 표현  Emotion & Feeling

좋다 good, fine, nice 

기쁘다 happy, joyful 

행복하다 happy, blessed 

즐겁다 pleasant, delightful, cheerful 

재미있다/재밌다 fun 

괜찮다 passable, not bad, nice, fine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 

미안하다 sorry, regrettable 

죄송하다 sorry for, regret 

나는 지금 너에게 미안하다(죄송하다)

싫다 unpleasant, disagreeable, distasteful 

밉다 ugly, plain 

불쌍하다 poor, pitiable 

가엾다 poor, pitiable 

무섭다 fearful, dreadful, terrible 

신기하다 marvelous, miraculous, wonderful 

나는 지금 네가/그것이 싫다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다

나쁘다 bad, wrong 

괴롭다 painful, afflicting 

아프다 painful, feel a pain 

부끄럽다 shameful, mortifying 

슬프다 sad, sorrowful, mournful, unhappy 

외롭다 lonely, lonesome, solitary, all alone 

재미없다 uninteresting, dull, insipid, unpleasant 

반갑다 happy, glad, delighted 

그립다 missed, longed for

나는 지금 네가 반갑다/그립다 

파랗다 

blue, azure,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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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태와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  shape & Appearance 4) 음식과 맛 관련 표현  Food condition & Taste 

적다 

few, little

많다 many, numerous, much

좁다 small, cramped 

넓다 broad, wide 

크다 big, large, 

 great, grand 
작다/조그맣다 

small, little, tiny 

네모나다 square  

동그랗다/둥글다
round, circular

짧다 short 

길다 long

낮다 
low

높다 

high

깊다 

deep

얕다 

 slight, low

굵다 

big, thick 

얇다
thin

두껍다 

thick, heavy 

뜨겁다 hot, heated, burning, scorching 

따뜻하다 warm 

차다/차갑다
 cold, chilly, icy 

배고프다
 hungry, feel hungry, sharp-set 

배부르다/부르다
 full, have a full stomach 

짜다 salty, briny 

싱겁다 not properly salted 

달다 sweet, sugary, sweet-flavored 

달콤하다 sweetish, sweet 

쓰다 taste bitter 

시다 sour 

맵다 hot, spicy 

매콤하다 hot-tasting, spicy 

맛없다 tasteless 

맛있다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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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모 표현  One’s look 6) 상태와 느낌 상대 표현 쌍  Aspect & Feeling

깨끗하다 clean, pure 

더럽다 dirty, filthy 

시끄럽다 noisy, loud 

조용하다 quiet, silent, still, calm 

고프다 hungry 

부르다 full, have a full stomach 

깜깜하다 very dark 

캄캄하다 dark 

덥다 hot, warm, feel hot 

춥다 cold, chilly, feel cold 

쌀쌀하다 chilly, rather cold 

힘세다 strong, mighty, powerful 

힘없다 weak, feeble, powerless 

가깝다 near, near by, not far off 

멀다 far, distant 

가볍다 light, mild, plain 

무겁다 heavy, weighty 

멋있다 good looking 

멋지다 full of beauty, splendid 

잘생기다 good-looking, handsome 

잘나다 handsome, good-looking 

섹시하다 sexy, sexually attractive 

날씬하다 thin, slim 

늘씬하다 slender, slim 

멋없다 uninteresting 

못생기다 plain, bad-looking 

뚱뚱하다 fat 

평범하다 common, ordinary 

귀엽다 lovely, pretty, sweet, cute, charming, attractive 

아름답다/예쁘다 beautiful, pretty, lovely 

세다 strong, powerful, muscular, vigorous 

약하다 weak, weedy, puny 

없다 do not exist 

있다 be, there is[are] 

느리다 slow, tardy, dull, sluggish 

빠르다 fast, quick, rapid, speedy 

비싸다 expensive, high, costly 

싸다 inexpensive, cheap 

맑다 clean, clear, pure 

흐리다 muddy, turbid, impure 

어렵다 hard, difficult, tough   

쉽다 easy, simple, light 

다르다 different from, unusual 

똑같다 just alike, exactly the same 

같다 like, similar, the same 

바쁘다 busy 

한가하다 free, unoccup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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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화살표가 나타내는 단어를 고르세요.

① 집 뒤

② 집 안

③ 집 밖

2.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다리미

② 텔레비전

③ 냉장고

3. 다음 그림은 누구입니까?

① 여학생

② 아주머니

③ 할머니

4. 다음 그림은 무엇입니까?

① 양말

② 목걸이

③ 모자

5. 다음 그림은 무엇을 뜻합니까?

① 공책 

② 책 

③ 교과서

6. 다음 화살표가 나타내는 단어를 고르세요.

① 책상 위

② 책상 옆

③ 책상 아래

7.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난로

② 선풍기

③ 에어컨

8. 다음 그림은 누구입니까?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선생님

9. 다음 그림은 무엇입니까?

① 세면기

② 비누

③ 칫솔

10. 다음 그림은 무엇을 뜻합니까?

① 호박  

② 버섯  

③ 당근

11. 다음 화살표가 나타내는 단어를 고르세요.

① 계단

② 사다리

③ 엘리베이터

12.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은행

 ② 우체국

 ③ 경찰서

13. 다음 그림은 누구입니까?

 ① 아이

 ② 아저씨

 ③ 할머니

14. 다음 화살표가 나타내는 단어를 고르세요.

① 눈

② 귀

③ 코

15. 다음 그림은 무엇을 뜻합니까?

① 사탕

② 비스킷

③ 아이스크림

16. 다음 화살표가 나타내는 단어를 고르세요.

① 동쪽

② 남쪽

③ 북쪽

17.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기차역

② 정류장

③ 지하철역

18. 다음 그림은 누구입니까?

① 가수

② 배우

③ 아나운서

19. 다음 그림은 무엇입니까?

① 발

② 무릎

③ 엉덩이

20. 다음 그림은 무엇을 뜻합니까?

① 거울

② 우산

③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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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뭐 해요? 

① 써요 

② 읽어요 

③ 들어요 

2. 지금 뭐 해요? 

① 씻어요 

② 먹어요 

③ 만들어요 

3. 지금 뭐 해요? 

① 배워요 

② 가르쳐요 

③ 공부해요 

4. 지금 무엇을 해요? 

① 한잔해요 

② 요리해요 

③ 노래해요

 

5. 지금 무엇을 해요? 

① 씹어요 

② 썰어요 

③ 구워요 

6. 지금 무엇을 합니까? 

① 싸웁니다 

② 목욕합니다 

③ 전화합니다 

7. 지금 무엇을 합니까? 

① 세수합니다 

② 목욕합니다  

③ 양치질합니다

 

8.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① 자요 

② 나가요 

③ 입어요 

9. 지금 무엇을 합니까? 

① 노래합니다 

② 수영합니다 

③ 운전합니다

 

10. 지금 뭐 해요? 

① 달려요 

② 던져요 

③ 기어가요

11. 지금 뭐 해요? 

① 춤춰요 

② 노래해요 

③ 운동해요 

12. 지금 뭐 해요? 

① 따라가요 

② 돌아가요 

③ 올라가요 

13. 지금 뭐 해요? 

① 마셔요  

② 비벼요 

③ 썰어요 

14. 지금 무엇을 해요? 

① 떼요 

② 붙여요 

③ 밀어요 

15. 지금 무엇을 해요? 

① 써요 

② 입어요 

③ 벗어요 

16. 지금 무엇을 합니까? 

① 기릅니다 

② 심습니다 

③ 고칩니다 

17. 지금 무엇을 합니까? 

① 줍습니다 

② 찢습니다 

③ 잡습니다 

18.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① 걸어가요 

② 갈아타요 

③ 갈아입어요 

19. 지금 무엇을 합니까? 

① 내립니다 

② 착륙합니다 

③ 이륙합니다 

20. 지금 뭐 해요? 

① 나와요 

② 들어가요 

③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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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일 색이 어때요? 

① 빨개요 

② 노래요 

③ 파래요

 

2. 지금 기분이 어때요? 

① 슬퍼요 

② 기뻐요 

③ 피곤해요 

3. 지금 기분이 어때요? 

① 재미있어요 

② 외로워요 

③ 행복해요 

4. 저 사람은 어때 보여요? 

① 예뻐요 

② 뚱뚱해요 

③ 멋있어요 

5. 저것은 어때요? 

① 길어요 

② 짧아요 

③ 넓어요 

6. 새의 색이 어때요 ? 

① 까매요 

② 하얘요 

③ 파래요 

7. 그 사람이 어때요? 

① 힘세요 

② 약해요 

③ 힘없어요 

8. 그 영화가 어때요? 

① 심심해요 

② 무서워요 

③ 재미있어요 

9. 날씨가 어때요? 

① 맑아요 

② 나빠요 

③ 흐려요 

10. 그 사람이 어때요? 

① 어려요 

② 씩씩해요 

③ 친절해요

11. 이것이 어때요? 

① 많아요 

② 적어요 

③ 높아요 

12. 지금 기분이 어때요? 

① 심심해요 

② 즐거워요 

③ 부끄러워요 

13. 지금 기분이 어때요? 

① 괜찮아요 

② 외로워요 

③ 무서워요  

14. 맛이 어때요? 

① 셔요 

② 짜요 

③ 달아요 

15. 저것은 어때요? 

① 차요 

② 뜨거워요 

③ 따뜻해요 

16. 저것은 어때요? 

① 싸요 

② 비싸요 

③ 충분해요 

17. 날씨가 어때요? 

① 추워요 

② 따뜻해요 

③ 쌀쌀해요 

18. 지금 기분이 어때요? 

① 아파요 

② 배불러요 

③ 배고파요 

19. 저것은 어때요? 

① 복잡해요 

② 위험해요 

③ 편리해요 

20. 맛이 어때요? 

① 써요 

② 매워요 

③ 달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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