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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Y P E

1
텍스트를 읽고

어떤 글인지 파악하기 
읽기 

 학습 유형

① 제시된 짧은 글의 목적 및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보통 안내문이나 광고문이 제시됨) 

② 제시된 글을 읽고 제목 및 중심 생각을 찾는 유형(한두 단락으로 된 비교적 긴 글이 제시됨)

 학습 전략 1

제시된 짧은 글의 목적 및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핵심어에 주의하여 주어진 글을 읽기

주어진 글에서 핵심어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또한 제목이 있다면 제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목을 보면 글이 쓰인 목적과 내용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글인지 정답으로 알맞은 것을 예상해 보기  

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어떤 목적의 글인지 또는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예상해 봅니다.

<광고문> - 빵집 광고문 

아침 굶지 마세요! 

매일 아침 즉석에서 구워낸 신선한 맛을 즐겨 보십시오. 

 아침마다 구워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안내문> - 사진 전시 안내 

“산과 바다” 

사진작가 김정현이 보여주는 한국의 산과 바다 

자연의 멋과 낭만을 한 장, 한 장에 담았습니다. 

·일시: 10월 10일 ~ 10월 30일 

·장소: 한국문화센터 루비관  

  한 사진작가가 산과 바다를 주제로 사진을 찍고 난 후, 왜 날짜와 장소를 알려 주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텍스트를 읽고 어떤 글인지 파악하기는 주어진 글을 읽고 글의 목적이나 중심 생각 등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유형입니다. 글의 핵심어나 제시된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어진 글이 무엇에 관한 것인

지 파악하도록 합니다. 

unit 

1 어휘와 문법

어휘와 문법에서는 한국어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문제 유형으로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구

성하였습니다. ‘헷갈리는 동철자이의어’, ‘상호 관련 표현’, ‘같거나 비슷한 표현’, ‘알면 유용한 표현’, 

‘문형’ 등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법 사항도 익히게 

됩니다. 

1.   Type 1 헷갈리는 동철자이의어에서는 철자가 같아서 자주 실수하게 되는 명사와 동사를 예문과 

함께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연습 문제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Type 2 상호 관련 표현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및 관형사와 부사별로 상호 관련성이 높은 기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Type 3 같거나 비슷한 표현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 부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Type 4 알면 유용한 표현에서는 한국어의 관용 표현을 그의 의미와 함께 제시하여 학습하도록 하

였고 연습 문제를 두어 배운 학습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5.   Type 5 문형에서는 상급 이상의 문형을 단순 문형과 복합 문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문제 넘기

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unit 

2 읽기 

읽기에서는 토픽에서 제시될 수 있는 읽기 영역의 문제 유형을 고려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어떤 글인지 파악하기’, ‘텍스트 및 도표를 보고 세부 내용 파악하

기’, ‘글쓴이의 기분/감정 파악하기’, ‘문장을 순서대로 재배열하기’, ‘앞뒤 맥락을 보고 빈칸에 적절

한 표현 고르기’, ‘앞뒤에 올 내용 파악하기’, ‘글을 읽고 같은 내용 파악하기’ 등 7개의 단원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단원 구성

단원명을 제시하여 학습 유형을 알 수 있

습니다.

학습할 유형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을 통해 문제 유형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

습니다. 

‘학습 유형’은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유형에 상급 유형이 어떤 것들인지 알려 줍

니다.

‘학습 전략’에서는 ‘학습 유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문제를 실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생각을 펼쳐 나가야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였

습니다.

문제 유형별로 어떤 형태로 제시되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일러두기 

이 책은 상급 단계의 토픽 시험을 응시하는 학습자를 위한 학습서입니다. 전체를 어휘와 문법, 

쓰기, 읽기로 나누어 각각의 연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단원에서는 토

픽에서 제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사항을 학습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처럼 구성하였습니다. 

unit 

3 쓰기 

쓰기에서는 토픽에서 제시될 수 있는 쓰기 영역의 문제 유형을 고려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 ‘같은 의미의 문장 고르기’, ‘ 안내문·그래프를 잘/잘

못 풀어 쓴 것 고르기’, ‘제시어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서 글 완성하기’, 

‘긴 글 쓰기’ 등 6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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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1

제시된 짧은 글의 목적 및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

※ 다음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열정과 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를 찾습니다. 

•접수 기간: OO월 OO일(월) ~ OO월 OO일(금)

•접수 방법: ‘온라인 입사 지원 안내’ 클릭

① 채용 공고 ② 제품 설명     

③ 기업 소개 ④ 출근 안내

 핵심어에 주의하여 주어진 글을 읽기

주어진 글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글의 핵심어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

봅니다. 우선, 제목에서 ‘인재를 찾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회사나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 기간’과 ‘접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

이라는 단어도 눈에 들어옵니다.

 어떠한 글인지 정답으로 알맞은 것을 예상해 보기  

글을 차근차근 읽으며 어떤 목적의 글인지를 미리 예상해 봅니다. 글의 내용은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공지한 기간과 방법에 맞게 접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

다. 즉, 주어진 글이 구인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적절한 답 고르기

자신이 예상했던 답을 제시된 각각의 선택지와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답을 고릅니다. 주어진 글에서 찾

았던 핵심어와 관련된 답을 고르도록 합니다. 

 고른 답이 맞는지 다시 글을 읽고 확인하기

자신이 선택한 답이 맞는지 글을 다시 읽고 확인합니다.

Tip

STEP 1 핵심어에 유의하여 주어진 글 읽기  

STEP 2 글을 읽으며 정답 예상하기 

STEP 3 선택지에서 적절한 답 고르기 

STEP 4 정답 재확인하기 

핵심어(key word): 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굶다(skip a meal):   끼니를 거르다, 밥을 먹지 않고 건너 
 뛰다 

즉석에서(on the spot):   어떤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 자리 
 에서 

주제(topic): 대화나 글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나 생각 

열정(passion):  어떤 일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 
 는 마음 

끼(talent): 재능, 능력 

인재(person with talent): 재주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입사 지원(company application):  회사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바라다 

채용(recruit): 회사에서 사람을 골라서 쓰다 

기업(business): 회사 

출근(go to work):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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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2

제시된 글을 읽고 제목 및 중심 생각을 찾는 유형 

※ 이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일 년 동안 한국인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이 20조 원 정도라고 한다. 음

식을 버리는 행위는 세상의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음식 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양에 맞게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개인 접시를 

따로 준비해서 각자 떠먹도록 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반찬을 남기지 않도록 조금

씩만 주고 모자라면 더 갖다 주기도 한다. 이처럼 상차림에 작은 변화를 주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다. 

① 음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②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③ 식당에서는 상차림의 변화가 시급하다. 

④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껴야 한다. 

 글의 흐름에 주의하여 주어진 글 읽기 

글을 읽을 때에는 핵심어나 상·하의어에 주의를 하여 글을 읽도록 합니다. 또한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등과 같은 접속어에 주의하여 글을 읽습니다.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제시된 글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예상해 보기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선택지 ① ~ ④에서 적절한 답 고르기 

① 음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 전체적인 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 생각으로 ①번이 적절하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②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 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식당에서는 상차림의 변화가 시급하다. → 예상했던 중심 생각과 관련은 있지만, 이는 음식물 쓰레

기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껴야 한다. →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

문에 이 글의 중심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고른 답이 맞는지 다시 글을 읽고 확인하기 

자신이 선택한 답이 맞는지 글을 다시 읽고 확인합니다.

Tip

STEP 1 글의 흐름에 주의하여 주어진 글 읽기 

STEP 2 글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예상해 보기 

STEP 3 선택지에서 적절한 답 고르기 

STEP 4 글에서 정답 재확인하기 

1

주어진 글 읽기
중심 생각 예상해 

보기

2
선택지에서 적절한 

답 고르기  

3

정답 재확인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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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1. 
여름 상품 기획전

장마 이후 찾아온 열대야를 맞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세요.

08. 01. ~ 08. 31.

① 공연 표 판매  ② 기념일 안내 

③ 기업 소개  ④ 상품 판매 안내

2. 
1) 가벼워서 이동 시 간편합니다.  

2) 떨어뜨려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① 제품의 선택 기준  ② 제품의 특징 

③ 제품의 이용 방법  ④ 제품 사용 시 주의 사항

※ 이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하

게 오래 사는 사람 중에는 지휘자와 피아니스트가 많다고 한다. 이 두 직업은 손을 특히 많이 사

용하는 직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복적인 정교한 손놀림은 두뇌 자체를 건강하게 하고 노화

를 방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노후를 만들어 가자. 

① 손을 많이 움직일수록 부지런해진다. 

② 피아니스트와 지휘자들은 대부분 건강하다.

③ 장수하기 위해서는 손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④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되는 것이 좋다.          

  문제 넘기 

장마(rainy season):   여름철에 며칠씩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 
 상 

열대야(tropical night):  온도가 매우 높아서 무더운 밤 

무더위(heat wave):    온도와 습도가 매우 높아서 견디기 힘든 
더위 

지휘자(conductor):    합창이나 합주를 할 때, 앞에서 조화롭게 
이끄는 사람 

노화(aging):    나이가 들어서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 

장수(long life): 오래도록 삶 

VocabularyVocabulary

‘적용’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문제 풀이 방법과 전략

을 새로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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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에 따른 TIP을 두어 제시된 문제를 해결

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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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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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견고하게 완

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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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전략		

 문제	넘기

T Y P E

1 	
헷갈리는 동철자이의어 

U n i t 1  
어휘와	문법	

•	한국어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	중에서	철자는	같고	그	의미는	다른	단어를	

학습하여	알맞은	표현을	찾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영어	유의어와	예문을	통해서	같은	글자,	다른	의미를	가진	기본	단어를	이해한다.		

•알맞은	표현을	학습하여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학습 목표

학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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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Y P E

1 	 헷갈리는 동철자이의어
어휘 

  •   어휘력은 한국어 능력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   한국어 단어 중에서 그 모양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함께 모아서 연습해 보는 유형입니다. 이를 통

해서 알고 있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명사를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확인합시다. 예문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infer) 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

지 맙시다. 

 학습 방법

 단어 쌍을 보고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 

  각 단어를 활용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국어사전을 찾아 봅니다. 

 각각의 의미에 맞게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고개
이 고개만 넘으면 할머니 댁이에요.

the pass of a mountain, ridge

고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head

고장
우리 고장은 산과 강이 매우 아름다워요.

district, home, region, town

고장
새로 산 전화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속상해요.

breakdown, failure

공
궁금한 것이 있으면 0123(공일이삼)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zero, cipher, naught, emptiness

공
그 사람은 모든 공을 친구들에게 돌렸어요.

merits, contribution, credit, honor

공
강아지가 공을 주워 왔어요.

ball

과
이력서는 인사과에 제출해 주세요.

branch, department

과
시험이 몇 과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lesson, section, chapter

관
왕관이 정말 화려하네요.

crown, coronet, diadem

관
도둑이 가스관을 타고 들어왔대요.

pipe, tube, duct

관
할아버지가 평소에 아끼시던 물건도 관에 넣어 드렸어요. 

coffin, casket

국가
그 나라는 오랜 전쟁을 끝내고 독립 국가가 되었습니다. 

state, nation, country

국가
아이들이 국가를 불렀습니다. 

the national anthem

군
군의 대표를 군수라고 합니다.  

county, district

군
신랑 김민호 군이 입장하겠습니다. 

Mister

군
제 남자 친구가 곧 군에 입대해요.

army, force, troops, military

굴
여름인데도 굴 안은 시원하네요. 

cave, cavern, grotto, tunnel

굴
저는 굴로 만든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oyster

극
그 배우가 출연하는 극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drama, play

극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pole, the extreme

금
금을 그어 놓은 쪽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line

금
금이 정말 반짝이네요. 

gold

기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

니다.

spirits, energy, strength, vitality, vigor, stamina

기
가장 앞에서 입장하던 선수가 기를 높이 흔들었어요.

flag

기능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상을 준대요.

ability, capacity, skill

기능
이 휴대폰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function

기사
영화에 말을 탄 기사가 나와요.

rider, horseman, knight

기사
냉장고가 고장 나서 수리 기사를 불렀어요.

engineer, technician

기사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기사를 봤어요?

article, account, news

기타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the others, the rest, and others, and so forth, and so 

on, and what not

기타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부러워요.

guitar

김
마트에 가는 김에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다 줄게요. 

occasion, chance

김
한국의 김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green, dried) laver, seaweed

김
라면에서 김이 나네요. 

steam, vapour

날
날 어떻게 생각하나요?

I (me: the objective case), oneself

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day

남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others, other people, another person, stranger

남
저는 2남 1녀 중의 막내입니다.

man, male

내외
아들 내외가 주말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husband and wife, married couple

내외
그 책은 국내외 모두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the interior and exterior, the inside and outside

눈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eye

눈
오늘 첫눈이 온대요.

snow

눈길
그 사람에게 자꾸 눈길이 가요.

line of vision

눈길
눈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snowy road, snow-covered road

다리
다리가 아프니까 좀 쉽시다.

leg, limb, paw 

다리
저 다리만 건너면 서울호텔이에요.

bridge, viaduct, suspension bridge

단
제 친구는 태권도 2단이에요.

grade, class, rank, degree

단
상을 받고 단을 내려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platform, stage, rostrum, podium

가구
우리 마을은 스무(20) 가구가 모여서 살고 있다.

family, household

가구
새로 산 가구가 매우 마음에 든다.

furniture

가락
노래 가락이 흥겹다. 

melody, tune

가락
요리사가 국수 가락을 길게 뽑았다.

long slender object, stick

가정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assumption, supposition, presumption

가정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home, family

가지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branch, limb, twig

가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아요.

kind, sort

간
술을 많이 마시면 간 건강이 나빠져요.

liver

간
소금으로 간을 했어요.

salting

간
자식과 부모 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among, between

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생일 축하해요.

feeling, sensation, sense, impression

감
감이 참 달고 맛있네요.

persimmon

갑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갑이라고 하지요?

the first of the ten celestial stems

갑
담배 한 갑 주세요. 

casket, case, pack, box

강도
운동 강도를 좀 더 높여야겠어요.

intensity, powerfulness, degree of strength

강도
집에 강도가 들어서 물건을 훔쳐 갔어요.

burglar, robber, housebreaker

개
개를 키워 보고 싶어요.

dog

개
사과 한 개에 얼마예요?

piece, unit, item

거리
시장에 들러서 반찬거리를 좀 사와야겠어요.

material, stuff, makings, ingredients

거리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별로 멀지 않아요.

distance, interval

거리
인사동 거리를 걷고 싶네요.

street, road, thoroughfare

검사
이번 재판에서 검사가 이겼어요.

public prosecutor, prosecuting attorney

검사
내일 검사가 있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inspection, examination, test, checkup

경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돼요.

business conditions, trade, the tone of the market

경기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game, match, contest, competition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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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합창 단원들이 노래가 끝난 후에 단을 내려왔어요.

member

단원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겠습니다. 

unit

대
그 남자는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family line, generation

대
모르는 자동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어요.

unit of quantity

대
1 대 0으로 우리 팀이 졌어요.

versus

대
이 가구는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대를 쪼개서 만든 거죠. 

bamboo

대로

제가 춤추는 대로 따라 하세요.

like, according to, in pursuance of, after, in 

accordance with, true to

대로
대로에서 차를 갑자기 세우면 위험합니다.

broad way, main street, boulevard, main road

대상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object, subject, target

대상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a first prize, a blue ribbon, grand prize

도장
도장에 운동하러 다녀요.

drill hall, gym, studio

도장
여기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seal, stamp

독
그 꽃에는 독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poison, poisonous substance, virus, toxin

독
독 안에 쥐가 들어 있어요.

jar

돈(육)
그 소시지는 돼지고기 즉, ‘돈육’으로 만들었어요.

pig, pork

돈

돈이 없어서 점심도 못 먹었어요.

money, cash, currency, coin, dough, bucks, funds, 

capital

동
그 동전을 동으로 만들었대요.

copper

동(쪽)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east(ward)

동상
노래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the third prize, the bronze prize

동상
바닷가 앞에 서 있는 동상을 봤어요.

bronze statue

동시
동시에 버튼을 눌러 주세요.

the same time

동시
아이들을 위한 동시를 쓰고 싶어요.

children's verse[poem], nursery rhymes

동안
저는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boyish face, baby face

동안
한국에서 사는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a space (of time), a period, a span, an interval 

등

저는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 음식은 무엇이나 다 잘 먹습

니다.

and so on, and so forth, and the like, and what not, et 

cetera, and others

등
여기에 등을 달면 예쁘겠지요?

light, lamp, lantern

등
등이 가려운데 긁어 줄래요?

the back

때
이 가방은 때를 많이 타는 색깔이에요.

dirt, filth, grime, stain, spot, blot 

때
다음에 만날 때 책을 가져다줄게요.

time, moment

만

그 사람은 일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as many as, as much as, to the amount of, 

as[so] far as

만
요즘 저녁만 먹고 있어요.

only, alone, just, merely

말
이번 달 말에 첫 월급이 나와요.

end, close

말
제 친구는 재미있는 말을 자주 해요.

talk, conversation, word, chat, gossip, speech, address

말
말을 타고 달리고 싶어요.

horse, stallion

면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aspect, phase, side, field 

면
저는 면 요리를 잘 먹어요.

noodles, vermicelli

면
이 티셔츠는 면으로 만들어졌어요.

cotton

명
명이 길고 짧은 것은 알 수 없어요. 

life

명
손님이 스무 명 정도 오셨어요.

person, people

모
모를 심었더니 벼가 됐어요. 

young rice plant, seedling, young plant

모
부모의 ‘모’는 어머니를 뜻해요.

mother

무
그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nothing, nonexistence, naught, nil, nihility, zero

무
물이 끓자마자 무를 넣어 주세요.

radish, daikon

무리
한 무리의 양들이 도로를 건너갔어요. 

herd, flock

무리
이 일을 오늘 다 끝내는 건 무리예요.

unreasonableness, excessiveness

바람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들어 줄 수 있어요?

desire, wish, hope, prayer, dream

바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wind, breeze, gale, gust

반
열 시 반까지 사무실로 나와 주세요.

(a) half, semi-, hemi-, demi-, halfway

반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재미있어요.

group, class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발전이라고 해요.

electricity generation, generation of electricity

발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evelopment, growth, progress, advance

밤
밤을 까는 게 무척 힘드네요.

chestnut

밤
오늘밤에는 일찍 자려고 해요.

night, evening

방
총 한 방으로 사슴을 잡았어요. 

shot, round

방
방이 좁고 어둡네요.

room, chamber, apartment

방문
시끄러우니까 방문을 닫아 주세요.

door (of a room)

방문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해 주세요.

call, visit, drop by

방울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bell

방울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씁시다. 

drop

배
지금 가입하시면 포인트를 2배로 돌려 드립니다. 

double, twice, two times, twofold

배
배를 좀 깎아 올까요? 

pear

배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abdomen, belly, tummy, stomach

배
배를 타고 낚시를 했어요.

vessel, ship, boat, craft, steamer, motor ship

벌
양복이 한 벌 필요해요. 

set, pair

벌
꽃에 벌이 앉아 있어요. 

bee, honeybee, wasp

벌
어렸을 때 동생과 싸워서 벌을 받았어요.

punishment, penalty

병
그 작가가 병에 걸려서 입원했대요.

sickness, illness, disease, malady

병
병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bottle, flagon 

부
그 사람은 사업을 해서 부를 쌓았대요.

wealth, riches, fortune, opulence

부
저는 영업부 직원입니다.

department, division 

부자
부자가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네요.

father and son

부자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rich person, a person of wealth, moneybag

북
‘북 치는 소년’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drum 

북(쪽)
북쪽으로 좀 더 가면 제 고향이 나와요.

north(ward)

분
모자를 쓰신 분이 교수님이세요.

(esteemed) person

분
몇 분까지 갈까요?

minute

불
그 옷은 몇 불 주고 샀어요?

dollar

불
불이 나서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fire, flame, blaze

비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을 위해서 이 비를 세

웠습니다.

tombstone, gravestone, monument

비
비가 내리고 있어요.

rain, rainfall

비행

비행 청소년을 위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rregularity, misdeed, misconduct, misdemeanor, 

wrongdoing, malpractice

비행
늦지 않도록 비행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flying, flight

사고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thought, thinking

사고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혔어요.

accident, incident, mishap, trouble

사과
미안해요.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apology

사과
사과가 하나에 얼마예요?

apple

사기

이 사기 그릇이 정말 예쁘고 단단하네요.

china, chinaware, earthenware, porcelain, pottery, 

crockery

사기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응원을 열심히 했어요.

morale, fighting spirit

사기
그 사람은 사기를 쳐서 경찰에게 잡혔어요.

swindle, cheat, deception, imposture

사자
옛날에는 외교관을 ‘사자’라고 불렀어요.

envoy, messenger, mission, emissary

사자
사자는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입니다.

lion, lioness

사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

닙니다.

before the fact, in advance, beforehand 

사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세요.

dictionary, lexicon, wordbook, thesaurus

산소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할아버지 산소에 가기로 했어요. 

grave(yard), tomb

산소
산꼭대기는 산소가 부족해요. 

oxygen

살
아이가 몇 살이에요?

years of age

살
이 생선은 살이 많고 단단해서 맛있네요.

flesh,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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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상중하 중에서 골라 체크하세요.

the top, the first

상
식사가 끝났으면 상을 치울게요.

table

상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prize, reward

상관
그분이 제 상관이십니다.

chief, higher-up, superior, boss

상관
그 일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correlation, relation, connection

새
바빠서 밥 먹을 새도 없어요.

interval

새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bird

샘
동생이 나보다 예뻐서 어렸을 때 샘을 많이 냈어요. 

jealousy, envy

샘
이 숲 어딘가에 샘이 있다고 들었어요.

spring, fountain

선
부모님이 자꾸 선을 보고 결혼하라고 하세요.

meeting between the prospective bride and groom

선
컴퓨터 선을 좀 정리해 주세요.

line

성
이 근처에 멋있는 성이 많이 있어요.

castle, fortress, citadel, city wall

성
요즘은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 

sex, gender 

성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family name, surname, last name

세
이 집은 세가 비싸서 이사해야겠어요.

rent, tax

세
저는 재미 교포 2세입니다. 

generation, age, epoch

세
저는 집이 없어서 아직 세를 살고 있어요. 

rent

세
이 영화는 15세 이상부터 볼 수 있습니다.

age, years

소매
제 부모님은 소매업을 하고 계십니다. 

retail(ing)

소매
소매가 짧은 옷을 민소매라고 해요.

sleeve, arm

솔
솔잎에서 좋은 향기가 나네요. 

pine (tree)

솔
솔이 부드러워서 그릇이 잘 닦이네요.

brush

수

아이들이 자꾸 싸우는데 싸우지 않게 할 좋은 수가 없을

까요?

means, way, trick

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에 약해서 수학을 못했어요.

number, figure

수면
하루 수면 시간은 8시간이 적당합니다.

sleep, slumber

수면
죽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the surface (of the water)

수사
경찰의 수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criminal) investigation, search, manhunt

수사
하나, 둘, 셋, 넷의 품사는 수사예요.

numerals

술
간장을 한 큰 술 넣으세요. 

spoonful

술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wine, liquor, alcohol, alcoholic drinks

시
그 시인의 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poetry, poem, verse

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에 살고 있습니다. 

city, town, municipality

시
몇 시에 전화할까요?

o'clock, time, hour

시각
지금 시각은 오후 2시입니다.

the time of day, time, hour

시각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필요해요. 

view, view point, perspective

시기
나보다 똑똑한 친구를 시기하면 안 돼요. 

jealousy, envy

시기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time, the times, age, era, moment, season, period

시내
집 앞으로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brook(let), rivulet, stream(let), creek

시내
오늘은 시내 관광을 하려고 해요.

city, town, downtown

시청
시청 앞에서 공연을 한대요.

city hall, municipal building

시청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많이 

있어요.

watching (TV)

신
신을 믿고 있나요? 

God, the almighty, the Lord, the Father, the Creator, 

신
그 음악을 들으니까 신이 나네요.

joy, delight, amusement, enthusiasm, excitement

씨
봄에 이 씨를 심으면 금방 꽃이 필 거예요.

seed, pip, kernel 

씨
민호 씨에게 이 서류를 전해 주세요.

Mister, Missis, Miss

안
새로운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해 주세요.

proposal, proposition, suggestion, idea 

안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the interior, the inside 

애

일이 잘 안돼서 애를 먹고 있어요.

worry, solicitude, annoyance, impatience, anxiety, 

trouble 

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child, kid, youngster 

양
양들이 들판에서 뛰어 놀고 있어요.

sheep, ram, ewe, lamb

양
신랑 민호 군과 신부 민정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Miss

양
음식의 양이 모자라지 않아요?

quantity, amount, volume

양식
이 건물의 건축 양식에 대해 알고 싶어요.

form, mode, pattern, style

양식
앞으로 양식 있는 행동을 해 주세요. 

good sense, common sense

양식
양식과 한식 중에 뭘로 드시겠어요?

Western food, Western cooking

역
이번에는 대학생 역을 맡았어요.

part, role 

역
이번 역에서 갈아타야 해요. 

(railroad) station, depot, stop

연기
비가 와서 공연이 연기됐어요.

postponement, deferment, delay

연기
방 안에 연기가 가득해요.

smoke

연기
그 배우는 연기를 잘해요.

acting, performance, playing

열
군인들이 열을 맞춰 서 있어요.

line, row, tier, file, column, rank

열
열이 심해서 약을 먹었어요.

fever

영상
그 가수의 영상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세요.

image, picture

영상
오늘은 영상 1도로 어제보다 춥지 않겠습니다.

above zero (temperature)

예
예로부터 한국인은 예의가 바른 민족이에요.

old days, the past, days gone by, ancient times

예
이건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example, instance, case, illustration

원
둥글게 원 모양으로 종이를 잘라 주세요.

circle

원
5,000원을 주고 이 신발을 샀어요.

won

위
그 가수의 노래가 1위를 했어요.

position, rank, place

위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어요.

upper part, top (side)

위
밥을 많이 먹었더니 위가 아파요.

stomach

유성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shooting star, meteor, falling star  

유성
이 펜은 유성이라서 옷에 묻으면 안 지워질 거예요.

oily nature

의사
화만 내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intention, purpose, mind, idea

의사
그 의사는 죽어 가던 사람을 살렸어요.

doctor, physician, surgeon

이
그 사람은 그럴 이가 아닙니다.

person

이
그 치약을 사용하면 이가 하얘진대요. 

tooth

이사
이사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director, trustee, board member

이사
어디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removal, move

이상

결혼식에 손님이 100명 이상 올 거예요.

more than, over, above, beyond, and upward, upward 

of 

이상
사람들의 누구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ideal

이상
올해는 이상 기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strangeness, oddity, abnormality

이해

싸우고 싶었지만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참았습

니다. 

interests, gain and loss, profit and loss, concern

이해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가요.

understanding, comprehension, apprehension, 

appreciation

인상
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rise, increase, raise

인상

남자 친구의 인상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요. 

looks, features, personal appearance, a cast of 

countenance

인상
그 책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impression

인정
우리 할머니는 정말 인정이 많으십니다. 

humaneness, sympathy, compassion, empathy

인정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recognition, acknowledgment, approval, acceptance

일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day

일
일이 많아서 쉴 수가 없네요.

work, labor, job, task, duty

일기
일기 예보에서 비 온다고 했어요.

weather

일기
저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diary, journal

입장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position, situation, standpoint, point of view, ground, 

angle, stance

입장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ntrance, admission, admittance

자
저는 어렸을 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person, one, fellow, guy

자
선을 자로 똑바로 그었어요.

ruler, rule, measure, square, straight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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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범인이 자수를 했어요.

self-surrender, self-denunciation, surrender, turn 

oneself in

자수
손수건에 예쁘게 자수를 놓았어요.

embroidery, embroidered design, needlework

자신
저는 운동에 자신이 있어요.

self-confidence, confidence, self-assurance

자신
그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one's self, oneself, self 

자주
좀 더 자주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겠다.

independence, autonomy, self-reliance 

자주
자주색 치마가 예쁘네요.

purple (color), amethyst, violet

잠자리
잠자리가 편해요.

sleeping place, bed, bedding

잠자리
잠자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dragonfly

장
모임의 장이니까 식사하기 전에 한 마디 해 주세요.

leader, chief, boss, head

장
장이 나쁘면 요구르트를 드세요.

intestines, entrails, guts, bowel

장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market (place)

장
어머니께 장 담그는 걸 배웠어요.

soy sauce, soy bean paste, red pepper paste

장
이 책은 마지막 장이 제일 중요해요.

chapter

장
종이 한 장만 주세요.

leaf, sheet, piece (of paper), page

장기
친구와 장기를 뒀어요.

the game of chess (Korean), Jang-gi

장기

(자랑)

장기가 있으면 보여 주세요.

special skill, one's strong point, one's forte

재
도로가 없을 때에는 이 재를 넘어서 학교에 다녔어요.

ridge, mountain pass, hill

재
재가 날려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ashes

적
그때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the time, on the occasion, experience 

적
적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enemy, foe, opponent

전기
그 분의 전기를 책으로 만들려고 해요.

life, biography, life history

전기
전기를 아껴 써야 합니다. 

electricity, power

전문
전문을 다 읽으신 후 서명해 주세요.

the whole sentence, the whole statement, the full text

전문
나는 요리 전문 대학을 나왔다.

specialty, speciality, special (type)

전반
경기 전반은 우리 팀이 이기고 있었어요.

the first half

전반
한국 문화 전반에 걸쳐 연구하고 있습니다.

the whole, the overall, general

전선
전선이 끊어지면 위험합니다.

electric wire, cable

전선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front

전송
친구를 전송하고 올게요.

seeing person off, send-off

전송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받았어요.

transmission, forwarding

절
영어로 된 이 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clause, paragraph, passage, verse

절
절에 들러서 잠깐 쉬었어요.

Buddhist temple

절
한국에서는 웃어른께 절을 해요.

bow, salute, salutation, obeisance

정체
범인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real form, identity, true character 

정체
정체가 심해서 약속 시간에 도착하기는 틀렸어요.

stagnation, delay, jam, conjestion

제도

교육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안 학교

를 만들었어요.

system, institution, organization

제도

건축학에서는 정확하게 제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drafting, cartography, drawing

조
제1조 3항을 봐 주세요. 

article, clause

조
1조는 앞으로 나와 주세요.

company, band, group, party, team

조각
조각이 아주 멋지네요.

sculpture, carving, engraving

조각
케이크 한 조각이 몇 칼로리인지 알아요?

piece, bit, strip, slip, slice, scrap, cut, chop, fragment

조사

한국어에 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postpositional word, postposition, auxiliary word, 

particle

조사

형사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inquiry, investigation, survey, research

조선
조선 시대에 경복궁이 지어졌어요.

Joseon: one of Korean dynasties

조선
한국은 조선 산업이 발달했어요.

shipbuilding, ship construction

주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어요.

magic formula, incantation, conjuration, spell, magic 

words

주문
주문을 하시려면 이쪽에서 줄을 서세요.

order, ordering, indent, request, demand, place order

주식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어요.

stocks, shares

주식
뭐니뭐니해도 한국인의 주식은 밥입니다.

staple food

주의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principle, theory, ism, policy, rule, belief

주의
천장이 낮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ttention, notice, heed

줄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 줄 몰랐어요.

(the fact) that

줄
여기에서부터는 줄을 잘 매고 올라가세요.

rope, cord, string, line

중
시험 중에 전화가 와서 곤란했어요. 

the middle, during

중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을 알아요?

monk, bonze, Buddhist priest

지각
수술한 후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perception, consciousness, sensation, awareness 

지각
매일 지각해서 사장님께 혼이 났어요.

lateness, being late, tardy, tardiness

지구
지역을 다른 말로 지구라고도 해요. 

district, zone, region, area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the earth, the globe, the terrestrial ball

지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guidance, directions, leadership, leading

지도
지도를 잘 보고 길을 찾아가세요. 

map, atlas, chart, plan

지방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fat, grease, lard

지방
내일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area, district, region, zone, the country, the provinces

지적
저는 지적인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intellectual, brainy, intelligent

지적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며 지적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

니다.

pointing out, indication

지점
여기는 저희 여행사 지점입니다. 본점은 강남에 있습니다. 

branch (office)

지점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가는 데 20초쯤 걸릴 거예요.

spot, point, place, position

쪽
피자를 한 쪽만 먹을게요.

piece, slice, cut

쪽
어느 쪽으로 가야 지하철역이 나와요?

direction, side, way

쪽
12쪽까지 읽어 오세요.

page

차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니까 겉옷을 챙기세요.

difference, gap, distinction

차
나가던 차에 마침 손님이 왔어요.

on the point of doing, as, when, the moment, just as

차
이 가게는 차가 맛있다고 들었어요.

tea

차
저는 차를 오래 타면 멀미를 해요. 

vehicle, automobile, car, carriage

참
막 출발하려던 참에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the instance, occasion, moment 

참

그 말이 참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truth, reality, actuality, genuineness, sincerity, fidelity, 

fact

창
창던지기는 창을 멀리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spear, javelin, lance

창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창을 좀 엽시다.

window, sash window, port

채
제 친구는 신발을 신은 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state of

채
서울에도 집이 한 채 있어요.

the unit of a house

척
저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싫어요.

pretense, affection

척
배 한 척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vessel, ship

철

아이가 어려서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 이해해 주세요.

discretion, prudence, good sense, wisdom, judgment, 

reasonableness

철
여름철 감기에 조심하세요.

season, the time of the year

철
저는 철로 만든 가구가 좋아요.

iron, steel

초
채소를 초에 절여서 먹는 것을 피클이라고 하지요. 

vinegar

초
다음 달 초에 동창회가 열린대요.

the beginning, the first

초
초에 불을 붙여 주세요.

candle, taper

초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the first generation, the founder, the originator

초대
누구누구를 초대할 거예요?

invitation, invite

침
다리를 삐어서 침을 맞았어요.

needle, acupuncture 

침
길에 침을 뱉으면 안 돼요.

spittle, saliva, sputum, spit

키
그 사람이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어요.

key

키
아이 키가 작아서 걱정이에요.

stature, height

턱
그 사람이 그 일을 알 턱이 없지요.

reason, grounds 

턱
껌을 오래 씹었더니 턱이 아파요.

jaw, chin

톱
이 나무를 톱으로 잘라 주세요.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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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제 친구가 드디어 톱 배우가 됐어요.

the top

통
추천서 한 통 부탁드려도 될까요?

letter, document

통
쓰레기는 저 통에 모아 주세요.

container, cask, barrel, pail, bucket, keg, can

판
이 안내문을 게시판에 붙여 둘게요.

board, plank

판
시장에서 싸움판이 벌어졌대요.

place, spot, ground, site

판
판에 박힌 인사말을 듣는 게 괴로워요.

printing block

편
오늘 경기는 상대편이 이길 것 같아요.

side, part, direction, way 

편
소설을 한 편 쓰고 있어요.

compilation, editing

평
집이 몇 평쯤 돼요?

unit of area

평
영화 평을 읽고 나니 그 영화가 보기 싫어졌어요.

criticism, comment, review

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돼요. 

trouble, bother, annoyance

폐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lung

포수
야구를 할 때 공을 잡는 사람을 포수라고 하지요?

catcher

포수
포수가 사슴을 총으로 쐈어요.

hunter, artilleryman, artillerist, gunner

표
영화 표를 사 놓았으니까 저녁에 같이 보러 갑시다.

ticket, coupon 

표
표를 보면 내용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table, list, diagram, chart, graph

프로
그 사람은 프로라서 그런지 정말 일을 잘하네요. 

pro, professional

프로

(그램)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어요?

program, show

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injury, damage, harm, mischief, hurt, detriment

해
해가 지는 것을 보려고 바다에서 기다렸어요.

the sun

행사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use, exercise

행사
백화점에서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대요.

event, function, observance, ceremony 

형
사람의 성격을 혈액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type, model

형
우리 형은 회사원이에요.

elder brother, senior

화
사소한 오해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disaster, calamity, misfortune

화
화만 내지 말고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세요.

anger, rage, wrath, ire 

회
영화 표가 다 팔려서 마지막 회만 볼 수 있대요.

time, round, game, bout, inning, installment

회
회를 자주 드세요?

sliced raw fish, raw fish dish

회의

그 남자는 모든 일을 회의적으로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해요.

doubt, incredulity, unbelief, skepticism

회의
오늘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meeting, conference, assembly, convention

훈장
그 사람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훈장을 받을 만해요.

medal, decoration, order, a mark of honor

훈장

옛날에 선생님을 훈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학교는 서당이

라고 했고요.

village schoolmaster, teacher

가리다
시험을 볼 때에는 답안지를 잘 가려야 한다.
hide, conceal, cover

가리다
철수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다.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
choose, pock, select 

갈다
불이 안 들어와요. 형광등을 갈아 주세요.
change, replace, substitute

갈다
칼을 잘 갈아야 쓰기 편해요. 
sharpen, grind, whet, hone, strop

감다
눈을 감고 무슨 생각을 해요?
close, shut

감다
머리는 내일 아침에 감으려고 해요.
wash, bathe

감다
전선을 감아서 정리했어요.
wind a thing, coil, roll, twine 

걷다
가슴이 답답해서 좀 걷고 싶어요.
walk, tread

걷다
소매를 걷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roll up, tuck up

걷다
지금부터 시험지를 걷겠습니다.
collect, gather, get

구하다
소방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해요. 
rescue, save from, deliver a person from difficulty

구하다
요즘 집을 구하고 있어요.
demand, call for, claim, request

깨다
너무 시끄러워서 깼어요.
wake up, awake from sleep, become sober

깨다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break, crack, shatter, smash

꼬이다
머리카락이 꼬여서 아파요.
entangled, twisted

꼬이다
일이 꼬여서 잘 해결되지 않아요.
go wrong, get fouled up

꾸다
저는 밤마다 무서운 꿈을 꿔요.
dream, dream a dream

꾸다
친구한테 돈을 좀 꿨어요.
borrow, have the loan of

끼다
안개가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smoke, smolder, be smoky

끼다
요리할 때에는 이 장갑을 끼고 하세요.
put on, pull on, wear, slip on

달다
배에 돛을 달았어요. 
suspend, put up, hoist, hang

달다
친구가 책을 달라고 했어요.
request, ask, beg, plea

달다
옷에 가격표가 달려 있어요.
attach, fix, put on, tag, fasten

달리다
저녁마다 집 근처를 달리고 있어요. 
run, rush, dash

달리다
재킷에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편리해요. 
hang

들다
무거운 짐은 제가 들게요.
raise, lift up, hold up, carry

들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enter, go in, get in, step in

따르다
차를 따라 드릴게요.
pour, fill

따르다
사람들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accompany, follow, go after

뛰다
약속 시간에 늦은 줄 알고 뛰어왔어요.
run, dash, jog

뛰다
그 사람을 보자 심장이 뛰었어요.
beat, pound, thump

뜨다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open

뜨다
튜브가 물에 잘 뜨는지 확인해 보세요.
float, buoy

뜨다
왜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어디 아파요?
turn yellow

말다
문에 기대지 마세요.
stop, cease, discontinue, leave off

말다
김에 밥과 재료를 올리고 잘 말아서 먹는 음식이 김밥입
니다. 
roll (up)

말리다
바다에 빠져서 옷을 말리는 중이에요.
make dry, desiccate

말리다
옷이 말려 올라갔어요.
be rolled (up), be curled 

말리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서 제가 말렸어요.
stop a from, keep a from

맞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right, correct

맞다
농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멍이 들었어요.
be struck, be hit, be beaten

맞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receive, welcome, greet, hail

먹다
뭘 좀 먹을래요?
eat 

먹다
그 사람은 귀가 먹어서 아무 말도 못 들어요.
become deaf, lose one's hearing

묵다
묵은 김치로 찌개를 끓이면 더 맛있어요.
get old, get antiquated

묵다
여기에서 좀 묵었다가 가도 될까요?
stay, put up at, lodge

묻다
죽은 강아지를 나무 아래에 묻어 줬어요.
bury in, inter, inhume

묻다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ask, question, inquire

묻다
옷에 묻은 얼룩이 지워질까요?
be stained, be smeared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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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히다
그 사람이 죽자 비밀도 함께 묻혔어요.
get buried, be concealed, be kept secret

묻히다
뭘 그렇게 묻히고 먹니?
smear, stain

미치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go mad, become insane, lose one's senses

미치다
여기는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라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reach, get to, attain to, come to

밀리다
지하철을 타다가 사람들에게 밀려서 넘어졌어요.
be pushed, be swept along

밀리다
일이 밀려서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be left undone, get behind, fall into arrears

배다
강아지가 새끼를 뱄어요.
conceive, get pregnant

배다
바지에서 물이 빠져서 셔츠에 색이 뱄어요.
soak into, filter into, permeate 

보이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저희 동네예요.
be seen, be visible, show

보이다
올 여름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선보입니다. 
show, display, exhibit, evince

붓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만 기다려 주세요.
pour into, fill with, put water in a bowl, feed 

붓다
넘어져서 발목이 심하게 부었어요.
swell, become swollen, tumefy, bloat, puff up

빨다
여기에 빨대를 꽂고 빨아 드세요.
smoke, puff at, absorb

빨다
속옷은 제가 빨게요.
wash, launder, do washing

싸다
남은 음식을 싸 주시겠어요?
wrap up, do up, bundle, pack up

싸다
아기들은 오줌을 자주 쌉니다.
excrete, void, discharge

쓰다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write, compose, write, pen a story, put down

쓰다
모자를 쓰니까 멋있네요.
put on, wear, cover

쓰다
이 볼펜을 써도 돼요?
use, employ, make use of, put to use

울리다
알람이 울려서 일어났어요.
ring, sound

울리다
다른 사람을 울린 적이 있어요?
make a cry, move a to tears

이르다
산꼭대기에 이르자 사람들이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reach, arrive, get to

이르다
제가 알아듣게 잘 일러 줄게요. 
let a know, inform, report, tell

지우다
이름하고 주소는 지워 주세요. 
erase, rub out, cross out, clear off

지우다
아들에게 무서운 짐을 지운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put a on back, make a bear

짜다
레몬즙을 짜서 넣었어요. 
wring out, compress, squeeze

짜다
이제부터 편을 짜야 해요.
piece together, put a together

찌다
요즈음은 살이 많이 쪄서 걱정이에요.
grow fat, gain weight, put on flesh, fatten

찌다
찐만두가 먹고 싶어요.
steam, cook by steam, heat with steam

차다
공을 발로 차지 마세요. 
rise up from, reject

차다
시계를 차고 가세요.
put on, fasten on, carry, wear

차다
방 안에 나쁜 공기가 가득 찼어요. 
fill, be full of, be filled with, brim with 

취하다
그는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했어요. 
prefer, choose, pick, take

취하다
맥주 한 잔에 취할 줄 몰랐어요. 
get drunk, become intoxicated, get tipsy

치다
테니스를 잘 친다고 들었어요.
play, hit

치다
파도가 심하게 치니까 바닷가 근처에 가지 마세요. 
strike, wave, undulate

치다
텐트를 다 쳤으면 이제 요리를 할까요?
put up, set up, pitch

치다
먹은 셈 칠게요. 
count, reckon, figure, consider

타다
불이 나서 산이 다 탔어요. 
burn, blaze, burn, scorch

타다
차에 타고 갈까요?
take, get on, ride in, mount, go on board

타다
커피를 좀 타 주시겠어요?
put in, mix, blend

타다
용돈을 타서 기분이 좋아요. 
get, receive, take, gain

 학습 전략 

※ (        )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십시오.

1) 새로 산 (        )은/는 넓고 편하다.

① 음식  ② 표 ③ 차

2) 선물로 받은 (        )은/는 맛이 좋다.

① 책  ② 차 ③ 가구

3) 계획을 잘 (        ) 일이 쉽게 진행된다.

① 짜면  ② 차면  ③ 취하면

4) 이건 오렌지를 직접 (        ) 만든 주스예요.

① 차서  ② 취해서  ③ 짜서 

◆어휘력은 한국어 능력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제 한국어 단어 중에서 그 모양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함께 모아서 연습해 보기로 합시다.

◆  지금까지 학습한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잘 마치면 읽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제 풀이 방법: 문제를 읽으면서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때 문제를 구성하

는 문장을 작은 문장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단어를 하나씩 넣어 봅시다. 문

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찾습니다.

◆  친구들과 함께 발표해 보고, 정답이 아닌 단어의 의미도 사전에서 찾아봅시다. 물론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

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Tip

1) 정답은 ③ ‘차(car, vehicle)’이다.

이 문장은 ‘새로 산 것’ + ‘넓고 편한 것’의 

구조이다.

⇒ 알맞은 것을 찾는 것은 문제에 제시된 

단어들의 의미를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

2) 정답은 ② ‘차(tea)’이다.

이 문장은 ‘선물로 받은 것’ + ‘맛이 좋은 

것’의 구조이다. 맛이 좋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정답은 ① ‘짜면’이다.

계획은 ‘수립하다’, ‘짜다’ 등과 어울려 쓰

인다.

4) 정답은 ③ ‘짜서’이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 때에는 ‘갈다’, ‘짜다’ 

등의 표현을 쓴다.



Type 1. 헷갈리는 동철자이의어 | 25 24 | Unit 1. 어휘와 문법  

※ (         )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십시오.

1. 술을 계속 많이 마시면 (         )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①	간		 ②	병		 ③	불

2. 음식의 (         )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소금을 더 넣어야겠어요.

①	양	 ②	간	 ③	맛

3.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         )이/가 집을 나갔어요.

①	개	 ②	술	 ③	배

4. 배가 고파서 빵을 사서 한 (         ) 먹었어요.

①	명	 ②	병	 ③	개

5. 이 공연은 9(         ) 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①	세	 ②	새	 ③	수

6.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         )이/가 되고 싶었어요.

①	새	 ②	명	 ③	살

7. 누나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         )을 잠그고 울었어요.

①	방문	 ②	등	 ③	방울

8. 이번 주말에 선생님 댁에 (         )하기로 했는데 같이 갈 수 있어요? 

①	수면	 ②	사고	 ③	방문

  문제 넘기 - 명사

9. 저는 아이들을 위한 (         )을/를 쓰고 있습니다. 

①	도장	 ②	동시	 ③	동상

10.    저는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성격이 제 장점인 (         )에 단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①	동시	 ②	바람	 ③	동산

11. 아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         )이 가더라고요. 

①	눈길	 ②	고장	 ③	김

12. 자동차가 (         )에 미끄러져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①	고장	 ②	공	 ③	눈길

13. 우리 (         )은/는 사과가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①	고장	 ②	가정	 ③	장기

14. 컴퓨터가 (         ) 나서 수리 센터에 가야 해요. 

①	고장	 ②	자주	 ③	연기

15. 18살 (         )부터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①	이사	 ②	이상	 ③	인상

16. 자동차 브레이크에 (         )이 생겨서 왔는데요. 

①	이상	 ②	바람	 ③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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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고르십시오.

1. 햇빛이 강하면 커튼을 쳐서 햇빛을 (          ).

①	가리세요	 ②	받으세요	 ③	말리세요

2. 음식을 (          ) 말고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①	꼬이지	 ②	가리지	 ③	구하지

3. 요즘 밤마다 한강 근처를 (          ) 있어요.

①	뛰고	 ②	감고	 ③	끼고

4. 무서운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심장이 (          ).

①	뛰었어요	 ②	밀렸어요	 ③	취했어요

5. 소매를 (          ) 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요. 

①	걷는	 ②	매는	 ③	드는

6. 회사가 집에서 가까워서 (          ) 다녀요.

①	이르러서	 ②	따라서	 ③	걸어서

7. 한밤중에 전화벨이 (          ) 깜짝 놀랐어요. 

①	울려서	 ②	지워서	 ③	보여서

8. 저는 어렸을 때 동생을 자주 (          ).

①	달렸어요	 ②	싸웠어요	 ③	울렸어요

  문제 넘기 - 동사

9.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우등상을 (          ) 왔어요.

①	써	 ②	싸	 ③	타

10. 고기가 다 (          ) 못 먹게 됐어요.

①	타서	 ②	쳐서	 ③	보여서

11. 친구 생일이라서 카드를 (          ).	

①	썼어요	 ②	지웠어요	 ③	뱄어요

12. 노트북이 고장 나서 친구 걸 빌려서 (          ) 있어요.

①	쓰고	 ②	짜고	 ③	타고

13. 아기가 아직 어려서 기저귀를 (          ).

①	빨아요	 ②	올려요	 ③	차요

14. 수영장 물이 깊어서 제 가슴까지 (          ).

①	차요	 ②	쳐요	 ③	타요

15. 집을 (          ) 있는데 지하철역 근처에 나온 방이 있어요?

①	구하고	 ②	묵고	 ③	말리고

16.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          ).   

①	따랐어요	 ②	달렸어요	 ③	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