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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语学习流程 》

韩语四十音

韩国文化介绍、基本会话

韩中小辞典韩国旅游会话书

最佳韩语教科书
（含练习册）

※ 基本上，只要读完《大家的韩国语－初级Ⅰ》、

《大家的韩国语－初级Ⅱ》这两本，还有搭配

《初级韩语，背这些单词就搞定！》，就能通过

“TOPIK韩国语能力测验－初级（2级）”喔！

作者的话

为大家设计的最佳韩语教科书
“当补习班讲师 ＝ 从事服务业”

“一堂课 ＝ 一场秀”

这就是这几年我在中国教韩语，一直铭记在心里的两句话。

目前来到补习班跟我学韩语的同学，大多是大学生或上班族。想也知道他们光

学校的功课、公司的事情已经够忙够累的，居然还愿意抽空到补习班进修，而且不

是为了非学不可的英文或很热门的日文。看大家对韩国与韩语这么有兴趣，愿意付

出宝贵的时间来努力，身为韩国人的我觉得非常感谢，真的很想握住每位同学的手

说一声“谢谢”。

每一堂韩语课，我都抱着这种感恩的心面对学生。当然，为了不辜负他们的期

待以及满足他们的需求，像准备上台表演一般，上课前一定要好好地设计内容和流

程。也许有些人会说“韩国人教自己的母语，有什么困难？”不过，我记得刚开始

教书，我为了上一堂三小时的课，却准备了整个星期。上课时，除了教科书里的内

容外，怕学生们感到无聊，中间插些韩国文化介绍、韩文歌或有趣的补充教材。最

重要的是将自己想像成是一个中国人，努力试图去了解母语为中文者在学习韩语时

的死角，研究怎么讲解语法对他们来说较容易接受。当然，这些不可能第一次就得

到好成果。第一个班，上完课之后，若学生的反应或学习效果不佳，那就再去检查

改善整个上课内容，若在第二个班上的结果也不理想，又得去改一改教学方式，然

后在下一班再试试看。

您说“哪位老师不这么做？大家都是这样准备上课的啊。”……是没有错。只

是我现在回头想，当时的我因为中文不算精通，经验不足，加上在中国能找到的韩

语教材有限的关系，绕了很多路才走到现在。我写这本书的出发点就在这里。

“想要写出一本──就算刚入行的老师也能教得有系统又有效果的教科书。”

“想要写出一本──资深老师也会肯定品质的教科书。”

“想要写出一本──想学韩语但情况不允许的人可以拿来自学的教科书。”

最后，当一名韩语教师，最大的梦想就是用自己写的教科书上课。让我这个梦想

终于实现的是“瑞兰国际”，我亲爱的家人，还有我的最爱“우리 한국어반 친구들”，

我想趁着这个机会跟你们说一声谢谢。因为有你们才有今天的我。无限感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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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何使用本书

《新大家的韩国语（第二册）》一书包含词汇、语法、会话、习题与延伸阅

读，是全方位的韩语入门学习教材，不须另外添购副教材，即可同时训练听、说、

读、写四大语言能力。各课取材内容着重生活化、实用性，避免枯燥刻板，使读者

乐于亲近、学习。

 1 以7个阶段，循序渐进学习

导入基本语法与会话，每课皆以7个阶段循序渐进学习，同时搭配MP3光盘，

能充分练习、扎实培养韩语实力。

Step 1>>语法

系统解说、利用图表分析初级韩语必学语法、句型，并提示范例与重要观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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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词（收X）나    
 　 动、形 거나　……或、或者、还是

名词（收O）이나

“나/이나”为名词后方接上去的助词，在韩文中有好几种用法，但目前的阶

段，只要知道它可以像英文的“or”一样表示选择即可。当需列举几样东西，或要

从前后名词（人、东西、事情）中选择其一时，就要使用这个助词，等于是中文的

“或、或者、还是”。若前面名词最后一个字无收尾音，就要接“나”，而有收尾

音时则要接“이나”。

【例】녹차 / 커피

         → 녹차나 커피 마실래요？  你要不要喝绿茶或咖啡？

         수영 / 요가

         → 수영이나 요가를 배우고 싶어요.  我想学游泳或瑜伽。

和副词“다：都、全部”搭配的话，还可以表达选哪个、哪项都OK。
【例】저는 오늘이나 내일 다 괜찮아요.  不管是今天还是明天我都可以。

若“或、或者、还是”前面的单词不是名词而是动词或形容词时，不能用

“나/이나”而要用“거나”。此时先将动词、形容词原形的最后一个字“다”去

掉，之后不用管是否有收尾音，直接将“거나”接上去即可。

【例】텔레비전을 보다 / 신문을 읽다

         → 아침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어요. 早餐后看电视或读报纸。

         신문을 읽다 / 텔레비전을 보다

         → 아침 식사 후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봐요. 早餐后读报纸或看电视。

         짜다 / 맵다

         →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안 좋아해요. 我不喜欢太咸或太辣的食物。

         맵다 / 짜다

         →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안 좋아해요. 我不喜欢太辣或太咸的食物。

＜STEP1＞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① 방학 동안 요가를 배우고 싶어요 / 방학 동안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②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써 주세요 / 여기에 메일 주소를 써 주세요 
③ 보통 명동에서 쇼핑을 해요 / 보통 동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해요 
④ 매운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 짠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STEP2＞	

  주말에는 주로 영화를 봐요 / 주말에는 주로 쇼핑을 해요 
  → 주말에는 주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해요.   

① 식사 후에는 주로 과일을 먹어요 / 식사 후에는 주로 커피를 마셔요

② 자기 전에는 주로 일기를 써요 / 자기 전에는 주로 컴퓨터를 해요

③ 쉬는 날에는 주로 잠을 자요 / 쉬는 날에는 주로 텔레비전을 봐요

④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STEP3＞

  A) 아침에 보통 뭐 먹어요？（샌드위치 / 김밥） 
  → B) 샌드위치나 김밥을 먹어요. 

① 우리 무슨 요일에 만날까요？（화요일 / 목요일）

②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일본 / 동남아）

③ 주말에 보통 뭐 해요？（친구를 만나다 / 집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다）

④ 졸업 후에 뭐 할 거예요？（대학원에 가다 / 취직을 하다）

语法Ι 语法Ι练习－开口说说看 MP3-01

주로：

主要、大部分

生词

아이스크림 冰激凌

요가 瑜伽

일기 日记

컴퓨터(를) 하다  用电脑

쉬는 날 休假

잠 【名词】睡觉

잠(을) 자다

【动词】睡觉＝자다

동남아 东南亚

졸업(을) 하다 毕业

대학원 研究生院

취직(을) 하다 就职

Step 3>>单词

罗列最实用的初级词汇，奠定

韩语基本实力。

Step 2>>语法练习

由简单的句子渐进至高层次复句，反

覆练习，精熟句型。跟着MP3朗读，发音

语调才会标准，学习最正确的韩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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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课时，玄彬发现秀智皱着眉头，好像有烦恼的样子）

강현빈： 수지 씨,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최수지： 네, 내일 영어 시험이 너무 걱정돼요.

         요 며칠 감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도 못 했어요. 어떡해요！

강현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오늘 어디에서 시험공부 할 거예요？

최수지： 도서관은 답답하기 때문에 커피숍이나 공원에서 공부하려고 해요.

강현빈： 그래요？ 그럼 우리 30분 후에  

 학교 앞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커피 마시면서 같이 영어 시험을 

         준비해 봐요.

최수지： 좋아요.

강현빈： 아, 그리고 올 때 영어 사전도 

         꼭 가져오세요.

최수지： 네, 알겠어요.

（午休时间，要将便当拿出来吃的始源，看到多瑛没动静）

박시원： 다영 씨 오늘도 점심 안 먹어요？

김다영： 네, 설 연휴 동안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당분간 점심은 안 먹으려고요.

박시원： 그렇지만 너무 굶으면 몸에 안 좋아요. 그러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김다영： 무슨 운동을 할까요？

박시원： 달리기나 수영 어때요？

김다영：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달리기는 재미가 없어서  

 운동할 때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박시원：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면 시간이 잘 갈 거예요.

김다영：  알았어요.  

그럼 시원 씨 말대로  

한번 해 볼게요.

会话Ι MP3-05 会话II MP3-06

 왜 그래요？ 

 【直译】为何那样？ → 怎么了？

 고민： 烦恼

 걱정되다： 担心

 요 며칠： 这几天

 어떡해！： 怎么办！

 시험공부(를) 하다： 为了考试看书

 답답하다： 闷

 가져오다： 带来、拿来

姜玄彬：秀智小姐，你怎么了？有什么烦恼吗？

崔秀智： 是啊，很担心明天的英文考试。这几天因为感

冒完全没有念书。怎么办啊！

姜玄彬：现在也来得及。我帮你。今天你要在哪里看书？

崔秀智： 因为图书馆很闷，所以我打算在咖啡厅或公园看

书。

姜玄彬： 是吗？那么我们三十分钟后在学校前面的星巴克

见面吧。我们边喝咖啡边一起准备英文考试。

崔秀智：好啊。

姜玄彬：啊，还有来的时候，一定要带英文字典喔。

崔秀智：好，我知道了。

 살이 찌다： 发胖、胖（了）

 살이 빠지다： 瘦（了）

 당분간： 暂时一段时间

 ～려고/으려고 해요.：打算……。

 ＝ ～려고요. / ～으려고요.

 굶다 ： 不吃饭饿肚子、空着肚子

 몸 ： 身体

 그러지 말고～ ： 别那样、不要那样做……

 달리다 ：【动词】跑

 달리기 ：【名词】跑步

 ～대로 ： 按照～、照着～

朴始源：多瑛小姐，今天也不吃午餐吗？

金多瑛： 是啊，因为春假胖了很多，所以暂时不打

算吃午餐。

朴始源： 不过，空着肚子对身体不好。不要那样

做，你去运动吧。

金多瑛：要做什么运动呢？

朴始源：跑步或游泳怎么样？

金多瑛： 我不会游泳。而且，跑步因为很无趣，所

以运动的时候，时间过得非常慢。

朴始源：边听快歌边跑步的话，时间会过得很快。

金多瑛： 我知道了。 

那么，我会照你说的试试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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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学校生活 】

▲

学校 & 学生名称

저는 대학생이에요. 我是大学生。

A：몇 학년이에요？ 你是几年级？

B：대학교  1학년이에요. 我是大学一年级.

유치원 幼儿园 → 유치원생 幼儿园学生

초등학교 小学 → 초등학생 小学生

중학교 初中 → 중학생 初中生

고등학교 高中 → 고등학생 高中生

대학교 大学 → 대학생 大学生

대학원 研究生院 → 대학원생 研究生

▲

学校生活

여름방학 이 시작되었어요. （← 시작되다） 暑假开始了。

여름방학 이 끝났어요. （← 끝나다） 暑假结束了。

입학식 开学典礼 졸업식 毕业典礼

1학기 第一学期 2학기 第二学期

수업 上课 쉬는 시간 休息时间

중간고사 期中考 기말고사 期末考

여름방학 暑假 겨울방학 寒假

출석하다 出席 / 결석하다 缺席

공부하다 读书、念书 / 배우다 学习

질문하다 问问题 / 대답하다 回答

예습하다 预习 / 복습하다 复习

연습하다 练习 / 숙제하다 做功课、写作业

시험을 보다 考试

1  请聆听随书附赠的MP3，将这位女生周末不会做的事情选出来。

①   ② 

③   ④ 

2  请聆听随书附赠的MP3，连连看。

1) 
 

정우 씨
3

 2) 시원 씨      
3

 3) 현빈 씨
3

  4) 호동 씨
3  

3  请聆听随书附赠的MP3，选出符合内容的句子。

1)  ① 여자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었습니다. 
② 여자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③ 여자는 많이 아팠지만 오늘도 회사에 갔습니다.

2)  ① 남자는 내일 시험을 봅니다. 
② 여자는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③ 남자와 여자는 내일 같이 도서관에 갑니다.

 练习部分：第189～193页

学习加油站 听力测验 MP3-07

학년 → [항년]

출석하다 →[출서카다]
결석하다 →[결서카다]
대답하다 →[대다파다]
예습하다 →[예스파다]
복습하다 →[복쓰파다]
연습하다 →[연스파다]

Step 4>>会话

依课程学习主轴，设定对话场景，应用所学句型，套

用至实境，使用韩语交谈一点也不难。

Step 5>>学习加油站

配合各课需要，补充相关用语或词

汇，让韩语表达更加顺畅。

Step 6>>听力测验

搭配课程，精心设计丰富、活泼的听

力测验，帮助融会贯通课程内容，了解自

我学习成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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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里郎”原来不是人

【 아리랑  阿里郎 】 MP3-08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阿里郎　阿里郎　阿拉里哟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翻过阿里郎岭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抛弃我而离开的您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走不到10里会得脚病的

请大家听听看随书附赠的MP3第8个文件，这就是很多中国朋友多少都听过的

韩国민요（民谣）“아리랑”。

当我第一次在중국听到“아리랑”这세 글자（三个字）是指한국 남자时，많이 
놀라다（感到很惊讶），因为它真正的韩文意思只不过是一座고개（山岭）的名称。

虽然不清楚为何대만 사람都这么熟“아리랑”这首歌曲，但我发现这是在대만 사
람心目中最代表한국的一首노래。有些人不清楚가사（歌词）但知道它的멜로디（旋

律），有些人不知道가사讲述的내용（内容），但就是会唱。

有趣的是，我대부분（大部分）的학생本来都以为这是一首很温柔的발라드곡

（抒情歌），学会后才发现가사 내용跟他们原本想像的많이 다르다（差很多），感到

意外。甚至有一位남학생曾经和我说过：“선생님，한국 드라마里常出现对抛弃

自己的전 남자 친구（前男友）或전 남편（前夫）복수하다（报仇）的剧情，是不是从

这首歌得到灵感的啊？还有，韩国女生남자 친구한테 차이다（被男友甩）真的就会

这样诅咒他吗？너무 무섭다（好可怕）！”

哈哈，大家不要想太多。不过，在한국，的确有一句话说“여자가 한을 품으
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只要女生抱着恨意，连五六月也会下霜）”，如果以这种

心情唱着“아리랑”这首歌，원망하다（埋怨）离开自己的남자 친구，说不定那个

남자 친구真的会走不到10里，就得脚病无法跑掉……

轻松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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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말、존댓말（高级敬语）

韩语的敬语可分成高级敬语和普通级敬语，而这两种敬语可再分成正式的说法

与口语说法。

   高级敬语 正式 【例】가다 → 가십니다.  去。

  敬语  口语 【例】가다 → 가세요. 去。

韩语  普通级敬语 正式 【例】가다 → 갑니다. 去。

    口语 【例】가다 → 가요. 去。

  半语【例】가다 → 가 去。

我们到目前所学的句型几乎都是属于普通级敬语，而现在要研究的“高级敬

语”是用于比说话者年龄大或社会地位高很多的人，目的为表示对对方或提到人物

的尊敬。至于“半语”，在第138页再讲解。“高级敬语”的公式，如下：

 助词 
普通级敬语 高级敬语

이/가 께서

은/는 께서는

에게/한테 께

에게서/한테서 께

【例】 MP3-63

친구가 회사에 가요.  →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세요.
朋友去公司。  父亲去公司。

친구는 회사원이에요.  → 아버지께서는 회사원이세요.
朋友是上班族。  父亲是上班族。

친구에게 선물을 줬어요.  →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어요.
送朋友礼物。  送父亲礼物。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 아버지께 선물을 받았어요.
朋友送我礼物。  父亲送我礼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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助词
1  이/가：主语助词

→《新大家的韩国语－第一册》第34页、42页
【例】 구두가 너무 비싸요.  皮鞋太贵了。 

형이 한국어를 배워요.  哥哥学韩语。

2  께서：主语助词（助词“이/가”的高级敬语）

→《!》第132页
【例】아버지께서 한국어를 배우세요.  父亲学韩文。

3  은/는：①主题、话题 ②强调 ③对比、比较
→《新大家的韩国语－第一册》第32页
【例】 제 남자 친구는 한국 사람이에요.  我男朋友是韩国人。 

삼계탕은 먹기 싫어요.  我不想吃人参鸡汤。 
형은 키가 크지만 저는 키가 작아요.  哥哥个子高，但我个子矮。

4  께서는：①主题、话题 ②强调 ③对比、比较（助词“은/는”的高级敬语）

→《新大家的韩国语－第二册》第132页
【例】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你父亲做什么？  

사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실 겁니다.  老板不会参加会议。 
큰아버지께서는 부산에 사시고 작은아버지께서는 인천에 사세요. 
大伯住釜山，而叔叔则住仁川。

5  을/를：受词助词
→《新大家的韩国语－第一册》第70页
【例】 저는 매일 커피를 마셔요.  我每天喝咖啡。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你现在正在做什么？

6  에：①位置 ②时间 ③目的地 ④单位
→《新大家的韩国语－第一册》第48页、60页、62页、104页
【例】 연필은 책상 위에 있어요.  铅笔在书桌上。 

우리 몇 시에 만날까요？  我们要几点见面呢？  
토요일에 친구 집에 갈 거예요.  星期六要去朋友家。 
사과 한 개에 얼마예요？  一个苹果多少钱？

韩语语法关键

Step 7>>轻松一下

依课程中出现的词汇或会话内

容，延伸出韩国文化、社会、现

况等介绍。了解韩国，更快学会韩

语！

附录

详细解说韩语敬语、“不规则”变化、韩语能力考试初级必背句型等，

可作学习补充与参考之外，也能当作复习重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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听力测验分课解答

收录各课听力测验解答与MP3录音原文，最适合

教学现场参考与学生自学。

   单词索引

将本书出现单词按韩语子音排列，便于检索

参照。

 3 搭配练习，学习零疏漏

精心设计的练习题目，

让学习不会因为下课而中

断。除了每课练习之外，还

有两轮综合复习，统合整理

各阶段学习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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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课　시험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해요.

1  

MP3： A) 수지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B)  저는 주로 등산을 가거나 쇼핑을 해요. 

그렇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너무 피곤하면  

집에서 하루 종일 자거나 컴퓨터게임을 해요.

 
 

                                                                                                ①

2  

1)  MP3：정우 씨는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여자 친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2)  MP3：시원 씨는 지금 운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3)  MP3：현빈 씨는 지금 웃으면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4)  MP3：호동 씨는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3  

1)  MP3：A) 미혜 씨, 오늘 왜 출근 안 했어요？

 B) 감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출근 못 했어요.
 A) 약은 먹었어요？

 B) 네,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약을 사서 먹었어요.                                                                                                                       ②
 
2)  MP3：A) 시원 씨, 내일 뭐 해요？

 B) 다음 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갈 거예요.
 A)  그래요？ 저도 숙제때문에 내일 도서관에 가려고 해요. 

시원 씨 내일 집에서 나올 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우리 만나서 같이 가요.

 B) 알았어요.                                                                                                     ③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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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字、英文

1등(을) 하다   75
2차   67
3호선   107
A형   79
BB크림   119
SF영화   31

ㄱ

가게   43
가능하다   51
가방   95
가요   31
가져가다   19
가져오다   22
가족   17
간단히   81
갈색   89
갈아타다   107
감기에 걸리다   107
값   87
거   49
거기   49
거실   136
거짓말(을) 하다   75
걱정되다   22
건   31
걷다   73
걸   31
검은색   89
검정색   89
게   31,47
경복궁   73
경험   81
계산하다   61
계시다   118
고급   109
고민   22

고장나다   21
고치다   73
고향   19,47
곧   101,126
골프    31,73
곳   35
공기   35,101
공사(를) 하다   43
공연   43
공짜   77
공포 영화   31
공항   77
과   81
관심   33
광고   47
교통   33
교통사고   21
교환하다   36
구경하다   43
구매하다   107
국   87
국물   65
굶다   23
귀고리   95
귀국(을) 하다   105
귀찮다   33
그날   21
그동안    29
그때   43
그러지 말고   23
그렇게   108
그렇다   95
그림   93
그만   61
근데   80
근처   33,35
금색   89
금연(을) 하다   43
급   109
기대되다   122
기름   103
기름(을) 넣다   103
기숙사   93

单词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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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课　 시험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해요.   
（因为考试，所以看书到很晚。）

1  依范例，用下列提供的单词或句子原形，回答问句。 

1)   

A：무슨 운동을 배우려고 해요？ 

B：（요가 / 태권도） 

 → 요가나 태권도를 배우려고 해요.

2)  

A：점심에 뭐 먹고 싶어요？

 B：（피자 / 스파게티）

 →    

3)  

A：생일날 친구들이랑 어디에 가고 싶어요 ？

 B：（놀이공원 / 스키장）

 →    

4)  

A：여자 친구에게 무슨 선물을 사 줄까요？

 B：（화장품 / 액세서리）

 →    

5)  A：수업 후에는 보통 뭐 해요？

 B：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    

第
一
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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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复
习
题
目
】
第
一
课

～

第
四
课

新大家的韩国语（第二册）练习新大家的韩国语（第二册）练习

【复习题目】第一课～第四课

1  从下列选出适当的连接词填入空格。（可复选）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1)  아침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어요.                  저녁에는 친구를 만났어요.

2) 저녁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해 보세요.                  날씬해질 거예요.

3) 어제 늦게 잤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요.

4) 이 집 음식은 아주 맛있어요.                  가격이 비싸서 자주 못 먹어요.

5) 지금 출근시간이어서 길이 많이 막힐 거예요.                  지하철을 탑시다.

6) 제 동생은 공부를 아주 잘해요.                  운동은 못해요.

7) 그 책은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책으로 바꿨어요.

8) 오늘은 날씨가 아주 추워요.                  비가 많이 내려요.

9)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10)  시원 씨는 지금 회의 중일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전화하세요.

2  选出正确的答案。

1)  생일날 남자 친구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① 를 ②	께서 ③	한테서 ④	랑

2)  규현 씨, 방금 회사            전화가 왔어요.
	 ①	에게서 ②	한테서 ③	에서 ④	부터

3)  가수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① 나 ②	마다 ③	와 ④	처럼

4)  주말에는             뭐 해요？
	 ①	다 ②	주로 ③	자주 ④	아마

 2 测验解答及索引，查询最容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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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第一课】시험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해요.
                       （因为考试，所以看书到很晚。）

	 语法Ⅰ/ 语法Ⅱ/ 语法Ⅲ/ 语法Ⅳ 014/016/018/020
 ～나 / 이나 

 ～거나

 ～면서 / 으면서 

 ～（ㄹ/을） 때

 ～（기） 때문에

	 会话Ⅰ/ 会话Ⅱ 022/023
 ～려/으려고요.

 ～대로

	 学习加油站：学校生活 024
	 听力测验 025
	 轻松一下：“阿里郎”原来不是人 026

027 【第二课】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希望很会讲韩语。）

	 语法Ⅰ/ 语法Ⅱ/ 语法Ⅲ/ 语法Ⅳ 028/030/032/034
 形容词的副词化：～게

 动词的名词化：：～기 / ～는  것

 ～기  쉽다/어렵다/시작하다…

 ～았/었/했으면  좋겠다 ＝ ～면/으면  좋겠다

 ～처럼

	 会话Ⅰ/ 会话Ⅱ 036/037
	 学习加油站：圣诞节、新年 038
	 听力测验 039
	 轻松一下：春节拜年，行大礼拿“白”包 040

目录

003 作者的话
004 如何使用本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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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第三课】여보세요, 거기 여행사지요？
                     （喂，那里是旅行社，没错吧？）

	 语法Ⅰ/ 语法Ⅱ/ 语法Ⅲ/ 语法Ⅳ 042/044/046/048
 ～（는） 중이다

 ～에게 / 한테 / 에
 ～에게서 / 한테서 / 에서

 ～이/가  아니라

 ～게  아니라

 ～지요 / 이지요？

	 会话Ⅰ/ 会话Ⅱ 050/051
	 学习加油站：电话用语 052
	 听力测验 053
	 轻松一下：吃一碗年糕汤大一岁 054

055 【第四课】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明天会下雨。）

	 语法Ⅰ/ 语法Ⅱ/ 语法Ⅲ/ 语法Ⅳ 056/060/062/064
 正式的说法 总整理：
 ～ㅂ니까 / 습니까

 ～ㅂ니다 / 습니다

 ～ㅂ시다 / 읍시다

 ～십시오 / 으십시오

 ～겠다  ①②

 ～니까 / 으니까

	 会话Ⅰ / 会话Ⅱ 066/067
 “～” 라고 하다

	 学习加油站：天气 068
	 听力测验 069
	 轻松一下：太热了，我无法嫁给你！ 070



010

071 【第五课】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最喜欢的水果是什么？）

	 语法Ⅰ/ 语法Ⅱ/ 语法Ⅲ/ 语法Ⅳ 072/074/076/078
 ～ㄹ/을 줄 알다 ←→ ～ㄹ/을 줄 모르다

 ～아/어/해  본  적이  있다

 ～았/었/했었다

 ～ㄹ/을 수 있다 ←→ ～ㄹ/을 수 없다

 动词修饰名词：～ㄴ(은) / 는 / ㄹ(을)

	 会话Ⅰ/ 会话Ⅱ 080/081
 ～아/어/해서요.

	 学习加油站：表示喜好 082
	 听力测验 083
	 轻松一下：中秋节放3天的假 084

085 【第六课】이 옷 한번 입어 봐도 돼요？
                     （这件衣服可以试穿吗？）

	 语法Ⅰ/ 语法Ⅱ/ 语法Ⅲ/ 语法Ⅳ 086/088/090/092
 ～네요

 ～군요

 ～고  있다 ②

 ～아/어/해도  되다

 ～면/으면  안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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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轻松一下：看不出来的有钱人 098

099 【第七课】모델이 되려면 키가 커야 해요.

                       （要当模特儿的话，必须个子高。）

	 语法Ⅰ/ 语法Ⅱ/ 语法Ⅲ/ 语法Ⅳ 100/102/104/106
 ～아/어/해지다

 ～려고 / 으려고

 ～아/어/해야 하다＝ ～아/어/해야 되다

 ～지 않을래요？＝ 안 ～ㄹ/을래요？

	 ～려면 / 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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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学习加油站：韩语能力考试 110
	 听力测验 111
	 轻松一下：拿针刺一下手指头就好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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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近学韩语，觉得很有趣。）

	 语法Ⅰ/ 语法Ⅱ/ 语法Ⅲ/ 语法Ⅳ 114/116/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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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听力测验 129
	 轻松一下：不能错过的韩国美食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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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半语） 138

143 【附录2】　“不规则”的变化

	 韩语语法关键 144
	 불규칙 변화（“不规则”的变化） 152
	 挑战“TOPIK韩国语能力测试－初级（2级）”，必背的韩语语法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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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课

시험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해요.
（因为考试，所以看书到很晚。）

重点提示

1. 名词（收X） 나     　
动、形 거나　……或、或者、还是

    名词（收O） 이나

2. 动词（收X、收“ㄹ”） 면서　一边动词一边……

    动词（收O） 으면서

3.  动、形（收X） ㄹ

 名词  때　 动、形（收O）을 　때　……的时候

  动、形（收“ㄹ”）

4.  名词 때문에      
 　因为名、动、形，所以……

    动、形 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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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词（收X）나    
 　 动、形 거나　……或、或者、还是

名词（收O）이나

“나/이나”为名词后方接上去的助词，在韩文中有好几种用法，但目前的阶

段，只要知道它可以像英文的“or”一样表示选择即可。当需列举几样东西，或要

从前后名词（人、东西、事情）中选择其一时，就要使用这个助词，等于是中文的

“或、或者、还是”。若前面名词最后一个字无收尾音，就要接“나”，而有收尾

音时则要接“이나”。

【例】녹차 / 커피

         → 녹차나 커피 마실래요？  你要不要喝绿茶或咖啡？

         수영 / 요가

         → 수영이나 요가를 배우고 싶어요.  我想学游泳或瑜伽。

和副词“다：都、全部”搭配的话，还可以表达选哪个、哪项都OK。
【例】저는 오늘이나 내일 다 괜찮아요.  不管是今天还是明天我都可以。

若“或、或者、还是”前面的单词不是名词而是动词或形容词时，不能用

“나/이나”而要用“거나”。此时先将动词、形容词原形的最后一个字“다”去

掉，之后不用管是否有收尾音，直接将“거나”接上去即可。

【例】텔레비전을 보다 / 신문을 읽다

         → 아침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어요. 早餐后看电视或读报纸。

         신문을 읽다 / 텔레비전을 보다

         → 아침 식사 후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봐요. 早餐后读报纸或看电视。

         짜다 / 맵다

         →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안 좋아해요. 我不喜欢太咸或太辣的食物。

         맵다 / 짜다

         →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안 좋아해요. 我不喜欢太辣或太咸的食物。

语法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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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① 방학 동안 요가를 배우고 싶어요 / 방학 동안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②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써 주세요 / 여기에 메일 주소를 써 주세요 
③ 보통 명동에서 쇼핑을 해요 / 보통 동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해요 
④ 매운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 짠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STEP2＞	

  주말에는 주로 영화를 봐요 / 주말에는 주로 쇼핑을 해요 
  → 주말에는 주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해요.   

① 식사 후에는 주로 과일을 먹어요 / 식사 후에는 주로 커피를 마셔요

② 자기 전에는 주로 일기를 써요 / 자기 전에는 주로 컴퓨터를 해요

③ 쉬는 날에는 주로 잠을 자요 / 쉬는 날에는 주로 텔레비전을 봐요

④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STEP3＞

  A) 아침에 보통 뭐 먹어요？（샌드위치 / 김밥） 
  → B) 샌드위치나 김밥을 먹어요. 

① 우리 무슨 요일에 만날까요？（화요일 / 목요일）

②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일본 / 동남아）

③ 주말에 보통 뭐 해요？（친구를 만나다 / 집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다）

④ 졸업 후에 뭐 할 거예요？（대학원에 가다 / 취직을 하다）

语法Ι练习－开口说说看 MP3-01

주로：

主要、大部分

生词

아이스크림 冰激凌

요가 瑜伽

일기 日记

컴퓨터(를) 하다  用电脑

쉬는 날 休假

잠 【名词】睡觉

잠(을) 자다

【动词】睡觉＝자다

동남아 东南亚

졸업(을) 하다 毕业

대학원 研究生院

취직(을) 하다 就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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语法II

动词（收X、收“ㄹ”） 면서　
一边 动词  一边……

动词（收O） 으면서       

此句型表示句中的主语同时做两件事情，等于中文的“一边……一边……”、

“边……边……”。先将动词原形里的“다”去掉之后，看剩下部分收尾音的状

况，再决定要加哪个语尾。

没有收尾音：노래하면서 춤을 춰요. 边唱歌边跳舞。

收尾音为“ㄹ”：울면서 말했어요. 边哭边说。

其他收尾音：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봐요. 边吃饼干边看电视。

“ㄷ不规则”的变化： 음악을 들으면서 집안일을 해요.  
边听音乐边做家事。（原形듣다 → 들으면서）

此句型本身无法表示时态，若要叙述过去或未来的事情，只能靠整句的最后一

个动词呈现时态。

【例】 아까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봤어요. 刚才边喝咖啡边看电视。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볼 거예요. 用餐之后我要边喝咖啡边看电视。

1. 此句型用于同时发生的事情，因此“～면서/으면서”前后文八成对调

也无妨。 
【例】노래를 하면서 춤을 춰요 . ＝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边唱歌边跳舞。                                边跳舞边唱歌。

2.  此句型表示同一个人同时进行两件事，因此“～면서/으면서”前后文

的主语必须相同，且在句中，主语只能出现一次。 
【例】 我在边吃饼干边看杂志。 

저는 과자를 먹으면서 잡지를 보고 있어요.（O） 
저는 과자를 먹으면서 저는 잡지를 보고 있어요.（X） 
저는 과자를 먹으면서 친구는 잡지를 보고 있어요.（X）

小叮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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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텔레비전을 보다 / 식사를 하다  →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해요.  
                                                    →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① 피아노를 치다 / 노래를 하다  ② 식사를 하다 / 가족들과 얘기하다

③ 학교에 다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다 ④ 음식을 만들다 / 노래를 부르다

⑤ 팝콘을 먹다 / 영화를 보다            ⑥ 신문을 읽다 / 담배를 피우다

⑦ 라디오를 듣다 / 운전을 하다           ⑧ 노래를 듣다 / 일을 하다

＜STEP2＞

  친구를 기다리다 ＋ 커피를 마셨어요 → 친구를 기다리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① 운전을 하다 ＋ 전화를 받으면 위험해요

② 아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 잘 울어요

③ 그 아이는 울다 ＋ 집에 갔어요

④ 친구가 웃다 ＋ 전화를 하고 있어요

⑤ 껌을 씹다 ＋ 수업을 듣지 마세요 
⑥ 저는 항상 음악을 듣다 ＋ 공부를 해요

语法II练习－开口说说看 MP3-02

生词

피아노 钢琴

치다 弹（乐器）

가족 家族、家人

얘기(를) 하다  聊天

＝ 이야기하다

다니다 上（学、班）

만들다 做、制造

부르다 唱

팝콘 爆米花

담배 香烟

피우다 抽（烟）

운전(을) 하다 开车

전화(를) 받다 接电话

위험하다 危险

울다 哭

잘 울다 很会哭、爱哭

웃다 笑

껌 口香糖

씹다 嚼

수업을 듣다 听课

【更多学校生活】

→第24页

항상 总是、经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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语法Ⅲ

  动、形（收X） ㄹ

名词  때　 动、形（收O）을 　때　……的时候

  动、形（收“ㄹ”）

此句型表示前段的动作或状态进行时，后段的事情也同时发生，等于中文的

“……的时候”“当……时”。按照前方单词的词性或收尾音的状况，“～때”要

接上去的方式会有所不同。

名词：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暑假的时候，我要打工。 
动、形（收X）：머리가 아플 때 이 약을 드세요. 头痛的时候，请吃这个药。 
动、形（收O）：기분이 안 좋을 때 주로 뭐 해요？ 心情不好的时候，你都做什么？ 
动、形（收“ㄹ”）：비빔밥을 만들 때 당근도 필요해요？ 做拌饭时也需要红萝卜吗？

“ㅂ不规则”的变化：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밥도 먹기 싫어요. 
                                       天气太热的时候，饭也不想吃。（原形덥다 → 더울 때）

“ㄷ不规则”的变化：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첫사랑이 생각나요. 
                                       每当听这首歌时，会想起初恋。（原形듣다 → 들을 때）

此句型还可以和动词、形容词的过去时作结合，表示过去发生的事情。若“～

때”的前文是后文事情发生时持续进行的事情，用上方的基本句型（现在时）也无

妨。

【例】형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哥哥上高中时，书念得很好。

 ＝ 형은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但若“～때”前后文的内容，时间上的顺序很明确时（例如其中一个早已发生

或完成结束时），就不能像上例一样互换。

【例】밥을 먹을 때 전화가 왔어요. 当我在吃饭时，电话来了。

 밥을 다 먹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当我把饭吃完时，电话来了。

 슈퍼마켓에 갈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去超市时，发生了车祸。

 친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집에 없었어요.  朋友来我家时，我不在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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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여름방학 /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 여름방학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① 설 연휴 / 고향에 가려고 해요 ② 일곱 살 / 서울로 이사왔어요 
③ 크리스마스 / 친구들과 파티를 했어요  ④ 초등학교 /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어요

＜STEP2＞

  학교에 가다 / 우산을 가져가다 → 학교에 갈 때 우산을 가져가세요.  

① 심심하다 /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

② 면접 보다 /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③ 회의하다 / 휴대폰을 꺼 주세요

④ 기분이 안 좋다 /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⑤ 이 창문을 열다 / 조심하세요

⑥ 이곳에서 음악을 듣다 / 이어폰을 꼭 사용해 주세요

＜STEP3＞

  어리다 / 시골에서 살았어요 →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① 어리다 / 꿈은 가수였어요

② 공항에 도착하다 / 비행기는 이미 떠났어요

③ 제주도에 놀러 가다 /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④ 감기에 걸리다 / 찬 음료수는 마시지 마세요

语法Ⅲ练习－开口说说看 MP3-03

生词

설 연휴 春节连假

고향 故乡

이사(를) 하다 搬家

～로 이사(를) 오다

搬到……来

파티(를) 하다 开派对

초등학교 小学

【更多学校名称】

→第24页

가져가다 带去、拿去

심심하다 无聊

면접 【名词】面试

면접(을) 보다

【动词】面试

긴장(을) 하다 紧张

소리 声音

큰소리 大声

좋아지다 变好

조심(을) 하다 小心

이어폰 耳机

어리다 年幼、年纪小

시골 乡下

꿈 ①梦 ②梦想

도착하다 到达

이미 已经

떠나다 离开、出发

잃어버리다 弄丢

차다 冷、冰

어렸을 때＝어릴 때：

小时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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语法Ⅳ

名词 때문에    
   

　  
因为名、动、形，所以……

动、形 기 때문에

此句型表示句子前后文的因果关系，等于中文的“因为……，所以……”。

名词：

남자 친구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요. 因为男友 学韩文。  
名词＋이다：

남자 친구가 한국 사람 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요. 因为男友是韩国人 ，所以学韩文。

动词、形容词： 
요즘 다이어트를 하 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어요. 最近因为减肥 ，所以不吃晚餐。

김치는 너무 맵 기 때문에 못 먹어요. 因为泡菜太辣 了，所以我不敢吃。

1. 此句型在很多情况下，可和另外一个表示“原因”的说法“～아서/ 
어서/해서（《新大家的韩国语(第一册)》第188页）”做替换。 
【例】因为头痛，所以吃药。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어요. 

                  ＝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어요.

2. 使用“～아서/어서/해서”句型时，用整句的最后一个动词或形容词

呈现时态即可。但此句型，它本身也要表示时态才行（尤其针对过

去）。 
【例】昨天因为很不舒服，所以没能去学校。

                  어제는 많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 어제는 많이 아팠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

3. 此句型后方不能放表示“建议、命令”的句子。 
【例】外面下雨，因此请你带雨伞去。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X）
                  밖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O）
                  ※关于连接词尾“니까/으니까”→ 请参考第64页

小叮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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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감기 / 병원에 갔어요 →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① 컴퓨터 / 동생하고 싸웠어요      ② 친구 / 화가 많이 났어요 
③ 교통사고 / 길이 복잡해요         ④ 시험 /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STEP2＞

  남자 친구가 한국 사람이다 / 한국어를 배워요  
  → 남자 친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요. 

① 내일이 동생 생일이다 / 케이크를 샀어요

② 돈이 없다 / 여행을 갈 수 없어요

③ 오늘은 일이 많다 / 여자 친구를 못 만나요

④ 그 식당은 서비스가 좋다 / 손님이 항상 많아요

⑤ 다음 주에 시험을 보다 / 요즘 매일 도서관에 가요

⑥ 그날은 출장을 가다 /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어요

＜STEP3＞

  어제는 너무 아프다 / 학교에 못 갔어요   
  → 어제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어요.  

① 방금 과자를 먹다 / 배가 안 고파요

② 컴퓨터가 고장 나다 / 이메일을 못 보내요

③ 길이 많이 막히다 / 늦었어요

④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다 / 지각을 했어요

语法Ⅳ练习－开口说说看 MP3-04

生词

싸우다 吵架、打架

화가 나다 生气

교통사고 交通事故

복잡하다 复杂

스트레스 压力

스트레스를 받다

有压力、受到压力

서비스 服务

손님 客人

그날 那天

출장 出差

동창회 同学会

참석하다 出席、参加

배고프다 肚子饿

＝ 배가 고프다

고장 나다 故障

막히다 塞住、堵（车）

지각(을) 하다 迟到

（通常用在学校、公司）

방금：刚才

그날：那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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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课时，玄彬发现秀智皱着眉头，好像有烦恼的样子）

강현빈： 수지 씨,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최수지： 네, 내일 영어 시험이 너무 걱정돼요.

         요 며칠 감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도 못 했어요. 어떡해요！

강현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오늘 어디에서 시험공부 할 거예요？

최수지： 도서관은 답답하기 때문에 커피숍이나 공원에서 공부하려고 해요.

강현빈： 그래요？ 그럼 우리 30분 후에  

 학교 앞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커피 마시면서 같이 영어 시험을 

         준비해 봐요.

최수지： 좋아요.

강현빈： 아, 그리고 올 때 영어 사전도 

         꼭 가져오세요.

최수지： 네, 알겠어요.

会话Ι MP3-05

 왜 그래요？ 

 【直译】为何那样？ → 怎么了？

 고민： 烦恼

 걱정되다： 担心

 요 며칠： 这几天

 어떡해！： 怎么办！

 시험공부(를) 하다： 为了考试看书

 답답하다： 闷

 가져오다： 带来、拿来

姜玄彬：秀智小姐，你怎么了？有什么烦恼吗？

崔秀智： 是啊，很担心明天的英文考试。这几天因为感

冒完全没有念书。怎么办啊！

姜玄彬：现在也来得及。我帮你。今天你要在哪里看书？

崔秀智： 因为图书馆很闷，所以我打算在咖啡厅或公园看

书。

姜玄彬： 是吗？那么我们三十分钟后在学校前面的星巴克

见面吧。我们边喝咖啡边一起准备英文考试。

崔秀智：好啊。

姜玄彬：啊，还有来的时候，一定要带英文字典喔。

崔秀智：好，我知道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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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休时间，要将便当拿出来吃的始源，看到多瑛没动静）

박시원： 다영 씨 오늘도 점심 안 먹어요？

김다영： 네, 설 연휴 동안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당분간 점심은 안 먹으려고요.

박시원： 그렇지만 너무 굶으면 몸에 안 좋아요. 그러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김다영： 무슨 운동을 할까요？

박시원： 달리기나 수영 어때요？

김다영：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달리기는 재미가 없어서  

 운동할 때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박시원：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면 시간이 잘 갈 거예요.

김다영：  알았어요.  

그럼 시원 씨 말대로  

한번 해 볼게요.

会话II MP3-06

 살이 찌다： 发胖、胖（了）

 살이 빠지다： 瘦（了）

 당분간： 暂时一段时间

 ～려고/으려고 해요.：打算……

 ＝ ～려고요. / ～으려고요.

 굶다 ： 不吃饭饿肚子、空着肚子

 몸 ： 身体

 그러지 말고～ ： 别那样、不要那样做……

 달리다 ：【动词】跑

 달리기 ：【名词】跑步

 ～대로 ： 按照……、照着……

朴始源：多瑛小姐，今天也不吃午餐吗？

金多瑛： 是啊，因为春假胖了很多，所以暂时不打

算吃午餐。

朴始源： 不过，空着肚子对身体不好。不要那样

做，你去运动吧。

金多瑛：要做什么运动呢？

朴始源：跑步或游泳怎么样？

金多瑛： 我不会游泳。而且，跑步因为很无趣，所

以运动的时候，时间过得非常慢。

朴始源：边听快歌边跑步的话，时间会过得很快。

金多瑛： 我知道了。 

那么，我会照你说的试试看。



024

【 学校生活 】

▲

学校 & 学生名称

저는 대학생이에요. 我是大学生。

A：몇 학년이에요？ 你是几年级？

B：대학교  1학년이에요. 我是大学一年级.

유치원 幼儿园 → 유치원생 幼儿园学生

초등학교 小学 → 초등학생 小学生

중학교 初中 → 중학생 初中生

고등학교 高中 → 고등학생 高中生

대학교 大学 → 대학생 大学生

대학원 研究生院 → 대학원생 研究生

▲

学校生活

여름방학 이 시작되었어요. （← 시작되다） 暑假开始了。

여름방학 이 끝났어요. （← 끝나다） 暑假结束了。

입학식 开学典礼 졸업식 毕业典礼

1학기 第一学期 2학기 第二学期

수업 上课 쉬는 시간 休息时间

중간고사 期中考 기말고사 期末考

여름방학 暑假 겨울방학 寒假

출석하다 出席 / 결석하다 缺席

공부하다 读书、念书 / 배우다 学习

질문하다 问问题 / 대답하다 回答

예습하다 预习 / 복습하다 复习

연습하다 练习 / 숙제하다 做功课、写作业

시험을 보다 考试

学习加油站

학년 → [항년]

출석하다 →[출서카다]
결석하다 →[결서카다]
대답하다 →[대다파다]
예습하다 →[예스파다]
복습하다 →[복쓰파다]
연습하다 →[연스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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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请聆听随书附赠的MP3，将这位女生周末不会做的事情选出来。

①   ② 

③   ④ 

2  请聆听随书附赠的MP3，连连看。

1) 
 

정우 씨
3

 2) 시원 씨      
3

 3) 현빈 씨
3

  4) 호동 씨
3  

3  请聆听随书附赠的MP3，选出符合内容的句子。

1)  ① 여자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었습니다. 
② 여자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③ 여자는 많이 아팠지만 오늘도 회사에 갔습니다.

2)  ① 남자는 내일 시험을 봅니다. 
② 여자는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③ 남자와 여자는 내일 같이 도서관에 갑니다.

 练习部分：第189～193页

听力测验 M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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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里郎”原来不是人

【 아리랑  阿里郎 】 MP3-08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阿里郎　阿里郎　阿拉里哟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翻过阿里郎岭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抛弃我而离开的您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走不到10里会得脚病的

请大家听听看随书附赠的MP3第8个文件，这就是很多中国朋友多少都听过的

韩国민요（民谣）“아리랑”。

当我第一次在중국听到“아리랑”这세 글자（三个字）是指한국 남자时，많이 
놀라다（感到很惊讶），因为它真正的韩文意思只不过是一座고개（山岭）的名称。

虽然不清楚为何대만 사람都这么熟“아리랑”这首歌曲，但我发现这是在대만 사
람心目中最代表한국的一首노래。有些人不清楚가사（歌词）但知道它的멜로디（旋

律），有些人不知道가사讲述的내용（内容），但就是会唱。

有趣的是，我대부분（大部分）的학생本来都以为这是一首很温柔的발라드곡

（抒情歌），学会后才发现가사 내용跟他们原本想像的많이 다르다（差很多），感到

意外。甚至有一位남학생曾经和我说过：“선생님，한국 드라마里常出现对抛弃

自己的전 남자 친구（前男友）或전 남편（前夫）복수하다（报仇）的剧情，是不是从

这首歌得到灵感的啊？还有，韩国女生남자 친구한테 차이다（被男友甩）真的就会

这样诅咒他吗？너무 무섭다（好可怕）！”

哈哈，大家不要想太多。不过，在한국，的确有一句话说“여자가 한을 품으

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只要女生抱着恨意，连五六月也会下霜）”，如果以这种

心情唱着“아리랑”这首歌，원망하다（埋怨）离开自己的남자 친구，说不定那个

남자 친구真的会走不到10里，就得脚病无法跑掉……

轻松一下！



第二课

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希望很会讲韩语。）

重点提示

1.【形容词的副词化】

    形容词 게＋ 动词 　形容词地动词、动词得形容词。

2.【动词的名词化】

    动词 기

    动词 는 것

3. 动词 기＋ 形容词（쉽다/어렵다…）　动词＋ 形容词、动词

  ＋ 动词（시작하다…）        

4.  动、形 았으면

    动、形 었으면　좋겠다　希望 动、形

    动、形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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