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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言
前

  在教韩语的过程中有不少学生问了我各种各样的问题，这些问

题如果用一句话概括，归根到底就是：“怎样学好韩语呢？” 我

的回答是：“扩充背景知识。”只有你懂得多，你才能听得懂别人

所说的，才能有话可说，因此学习语言时最需要注意的就是运用所

学的外语将各个领域的表达和词汇表达出来。

  我在中国生活时，感觉到虽然学习韩语的人看上去很多，但是

可以供他们参考的学习资料却没那么多。特别是对中高级或者要进

入高级以上的学习者来说，找到合适的学习资料确实很难。因此我

从2016年11月起，通过喜马拉雅FM个人电台推出韩语节目。虽然

我没有学习过韩国语教育专业，当时也没有要教韩语的计划，但是

我在学习多门外语的过程中，悟出了一套属于我自己的学习秘诀，

我认为这些秘诀也适用于韩语学习。

  如上文所说，我相信积累各种背景知识，并用所学的外语表达

出来是外语学习的核心，因此我采用这种方式制作韩语节目：用韩

语介绍各个领域的知识，并加上我的个人意见。一开始我是抱着试

一试的心态去做的，但让我吃惊的是竟然有很多听众支持我，这股

动力让我一直走到现在，继续更新着韩语节目。

  本书是以我在喜马拉雅FM上推出的韩语节目的基本形式为基

础，介绍韩国社会和文化的各个方面。与现有的TOPIK试题集和语

法书不同的是，此书主要介绍各种题材和与此相关的韩语表达，致

力于加强学习者对韩国社会和文化的理解，并且融入很多可以现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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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实用表达。我希望这本书能给韩语学习者们提供一点帮助。在

此，还要感谢协助编写本书的傅凤萍老师和金美锦老师，还有那么

多忠实的听众朋友们及学生们，谢谢你们。

2018年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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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밥과 혼술

 韩文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고, 홀로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요? 원래 한국인들은 혼자 밥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들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별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측은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죠. 함께 어울릴 사람이 없거나 소

속된 그룹이 없는 느낌은 한국인들에게 그다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

며 오히려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데요. 이런 사람들을 ‘혼밥족’ 그리고 ‘혼술족’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무엇이든 혼자 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

어나 자신만의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죠. 

또 늦어지는 취업과 결혼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도 ‘혼밥족’, 

‘혼술족’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개인용 칸막이가 설치된 테이블을 마련하거

나 1인용 메뉴를 개발해 손님을 끄는 식당들이 속속 등장하며 ‘혼

밥족’과 ‘혼술족’의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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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心词汇

삼겹살 名  (烤) 五花肉

홀로 副  独自，一个人
例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独自喝酒。

측은하다 形  恻隐，悲怆

소속되다 动  属于，隶属于

당당하다 形  理直气壮，威风凛凛

혼밥 名  即“혼자 먹는 밥”的缩略语“一个人吃饭”

혼술 名  即“혼자 마시는 술”的缩略语“一个人喝酒”

꼽히다 动  “꼽다”的被动形，被誉为，算得上

마련하다 动  准备，筹措（资金），创造（条件）

속속 副  陆续，接连不断

重点语法

■-든/이든 是连接词尾“-든지/이든지”的缩写形式，一般用在

“무엇, 누구, 어디, 언제”等疑问代词后面，可译为“无论~，不管

~，任何~”。

例句：�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언제든지 여기서 너를 기다

릴 거야./不论你去哪儿，不论你做什么，任何时候我都会在

这儿等着你。

■-거나 用于谓词（动词、形容词）或体词（名词、代词）谓词形

后面，表示多个动作或状态之间选择关系的词尾，可译为“或者，

不论”。

例句：�저는 주말에 주로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해요./我周末主要看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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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旅行。

  한국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거나 다 좋습니다. 저를 진심으

로 사랑하면 됩니다./不论是韩国人还是中国人都好，只要真

心爱我就行。

 参考译文

一个人吃饭，一个人喝酒

一个人吃烤肉，一个人静静地喝酒。当你看到有人在餐厅一个人吃

饭时，你心里会怎么想呢？韩国人原本不喜欢独自吃饭。也许本人觉

得无所谓，但是很多时候周边人常常会向你投去同情的目光。没有同

伴或没有所属的集体，这种感觉对韩国人来说还不太自然。

但如今，独自吃饭、独自喝酒的人觉得这没有什么不好意思的，乐

在其中的人反而越来越多。这些人被称作“혼밥족（独饭一族）”和“혼

술족（独酒一族）”。为什么会发生这种变化呢？

首先，因为越来越多的人喜欢自己一个人做任何事，越来越倾向于

从人际关系带来的压力中解脱出来，享受  专属于自己的悠闲时光。

另外，晚就业和晚婚造成的单人家庭的增加也被认为是“혼밥족（独

饭一族）”和“혼술족（独酒一族）”增加的主要原因。

随着这些变化应运而生的是设置带私人隔间的桌子和提供一人份

就餐菜单，借此吸引顾客的餐厅也陆续开张，受到了“혼밥족（独饭一

族）”和“혼술족（独酒一族）”的热烈欢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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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욜로족

 韩文

요즘 한국인들의 생활 트렌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하

나 골라야 한다면 바로 ‘욜로(YOLO)’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욜

로란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영어 표현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즉, 욜로는 불확실한 미래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소비

하는 생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

들을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은 욜로가 유행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날에 대한 꿈을 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 참고 희생하기보다는 현재의 삶과 행복으로 관심을 

돌려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자기 삶

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여행, 취미 생활, 자기 개발 등

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아낌없이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욜로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 고생스럽더

라도 참고 돈을 모아야 집도 사고 가정도 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9포 세대’ 라는 말로 대변되는 어려

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전 세대의 경험을 교훈으

로 삼으라 강요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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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心词汇

트렌드 名  趋势，潮流
例  핫한 한류 트렌드/狂热的韩流趋势

침체 名  停滞，低迷 

꼽다 动  算，认为，常用“…을 …으로 꼽다”的形式
例  이민호를 유명한 한류 스타로 꼽는다./人们

认为李敏镐是有名的韩流明星。

관심을 돌리다 短  给予关心，关注
例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돌리다./关心青少年

问题。

젊은이 名  年轻人

가정을 꾸리다 短  成家

9포 세대 短   9抛一代，即放弃“恋爱、结婚、生育、购房、人

际关系、理想、希望、健康、外貌”等9大因素的

一代人。

重点语法

■-아닐까 생각하다 多用于委婉地表达自己的观点或者表达不确信

的观点，和“-아닐까 생각이 들다”“-아닐까 싶다”相似。

例句：�이제야 영어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생각

해요./现在才开始学习英语，是不是有点太晚了啊。 

■-더라도 表示假设或让步的连接词尾，用于动词、形容词和“이

다”形式的词干后面，比“－아/어도”语气更强，可译为“就

算，即使，纵然”。

例句：�한국어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잘 못하더라도 계속 한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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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시도해봐야 돼요./韩语要一直用，哪怕说得不好，也

要一直尝试和韩国人对话。

 바쁘더라도 식사는 꼭 해야 돼요./再忙也要吃饭。 

 参考译文

YOLO 族

如果说要选择一个最能彰显当今韩国人生活潮流的单词，我想应该

就是“욜로 (YOLO)”这个词吧。욜로（YOLO）表示“人生仅有一次”的意

思，是由英文“You Only Live Once”的首字母组成的，即不担心充满未知

的将来或别人的视线，为当下的幸福买单的生活方式，按照这种生活方

式生活的人被称为“YOLO 族”。

专家们认为让 YOLO 现象流行起来的决定性因素是长期以来的经

济萧条。在这样经济不景气，难以憧憬未来的形势下，在人群中，特别

是年轻的一代人中正出现一种趋势，那就是不憧憬未来，不为之献身奋

斗，而是把焦点放在当下生活和眼前幸福上，积极地去消费。也就是说，

为了提升自己的生活质量和满意度，把辛辛苦苦赚来的钱都花在旅行、

兴趣爱好、自我提升等方面。

但是，他们的父母一代人却对此表示不满。长辈们觉得趁年轻要多

攒一些钱，这样才能买房养家。这当然没错，但我觉得当下的年轻人生

活压力非常大，被称为“9 抛一代”，长辈们不能以自己的经验教训去要

求年轻的一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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