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500문장(漢語500句)
Ⅰ 일상생활

1. 사교적 대화
인사․안부 / 소개 / 초대․방문 / 축하․축원 / 감사 /
사과 / 칭찬 / 부탁 / 동의․반대․거절․저지 / 충고․건의․위로
2. 생활대화
식사 / 약속 / 전화 / 질문․응답 / 감정표현 / 긴급 상황
3. 가벼운 대화 소재
날씨 / 취미․취향․습관 / 시간․날짜
4. 관광 & 쇼핑
관광․여가 / 쇼핑 / 식당 / 항공사․공항 / 호텔

Ⅱ 공공생활

1. 교통수단 이용하기
자동차․버스․택시․지하철․기차․비행기 이용 / 렌터카 / 길 묻기
2. 공공시설 이용하기
병원․약국 / 은행․우체국 / 관공서․대사관
3. 생활편의시설 이용하기
커피숍 / 세탁소 / 미용실
4. 캠퍼스 생활
학업 / 시험 / 도서관 / 유학

Ⅲ 비즈니스

1. 사무기기 이용
2. 취업 & 면접
3. 업무 & 무역

Ⅳ 격언 &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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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상생활
1. 사교적 대화
인사․안부
你好!
Nǐ hao!
안녕하세요!
보충설명 :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답 역시 “你
好!”하면 된다. 중국어에는 존대어 문법이 따로 없고, 존대단어들이 있다.
“你”의 존칭은 “您(nín)”이므로 “您好! 안녕하세요!”는 존대 말이 된다.
1.

你好吗?
Nǐ hao ma?
안녕하십니까?
보충설명 : “잘 지내지요?”와 같은 인사말이다. 대답을 필요로 하는 인사
말이라 “我很好 (Wǒ hen hao.) 나는 잘 지냅니다.”로 대답하면 된다. “吗”는
의문조사로 문장 어미에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
2.

早上好!
Zaoshang hao!
좋은 아침입니다.
추가어휘 : “早安!(Zao’an!)”, “你早!(Nǐ zao!)”, “早!(Zao!)”
추가표현 : 중국어에는 시간에 따라 인사말이 있다. 오후에는 “午安(Wǔ’
n)”, 저녁엔 “晩上好 (Wanshang hao)”하고 인사한다.
3.

晚安!
Wan’ān!
안녕히 주무세요!
유사표현 : “저녁이 편안하세요.”라는 원 뜻에서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편히 쉬세요.”라고 할 때는 “好好兒休息吧! Haohaor xiuxi
ba!”라고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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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很好
Wǒ hěn hao.
나는 잘 있습니다.
보충설명 : 이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잘 지냅니
다.”, “좋습니다.” 등 안부나 건강상태 또는 근황 등을 물을 때 대답하기에
적절하다.
5.

你身体怎么样?
Nǐ shēntǐ zěnmeyàng?
건강은 어떠신지요?
보충설명 :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묻거나 일반적인 인사말로도 사용한다. “我
很好 ”, “还可以 (hi kěy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
된다.
6.

7.

8.

9.

女士们! 先生们! 大家好!
Nǚshìmen! xiānshengmen! dàjiā hao!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老師好!
Laoshī hao!
선생님 안녕하세요.
最近怎么样?
Zuìjìn zěnmeyàng?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유사표현 : “近來怎么样?(Jìnlai zěnmeyàng?) 요즘은 어떻습니까?”

你们都好吗?
Nǐmen dōu hao ma?
당신들은 모두 잘 있나요?
추가표현 : 대답으로 “我們都很好 (Women dou hen hao.) 우리는 다 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된다.
10.

11.

好久不见(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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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o jiǔ bú jiàn(le).
오래간만입니다.
再见!
Zàijiàn!
또 뵙겠습니다.
유사표현 : “再會!(Zàihuì!) 또 만나자.”
보충설명 : 헤어질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로 직역을 하면 “다시
만납시다!”인데,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의 뜻이다.
12.

明天见
Míngtiān jiàn.
내일 만납시다.
추가어휘 : “今天(jīntin) 오늘”, “明天(míngtin) 내일”, “后天(hòutin)
모레”
13.

等会儿見
Děng huìr jian.
잠시 후에 봅시다.
보충설명 : “(一)会儿(yíhuìr)”은 “잠시”라는 뜻으로 시간의
낸다.
14.

짧음을

나타

代我向家人問好
Dài wǒ xiang jiārén wèn hǎo.
나 대신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추가표현 : 친구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싶을 때는 “请代我問候你父母亲
(Qǐng dài wǒ wènhou nǐ fumuqīn.) 대신 부모님께 안부 전해 주세요.”라고
하면 된다.
15.

16.

辛苦了
Xīnkǔ le.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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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欢迎你!
Huanyíng nǐ!
당신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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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我來介绍一下
Wǒ lai jièshao yíxià.
내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유사표현 : 자기소개는 “我來自我介绍一下 (Wǒ lai zìwǒ jièshao yíxià.)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一下”는 “좀”이라는 뜻으로 시간
의 짧음이나 동작의 약함을 의미한다.
18.

请多多指教
Qǐng duōduō zhǐjiào.
많은 지도 바랍니다.
유사표현 : “請多多关照 (Qǐng duōduō guanzhao.) 잘 보살펴주세요.”
보충설명 : “请”은 “please”의 뜻이다. 중국어는 “您(nín)”이나 “请”과 같
은 단어를 사용하여 존대 표현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문장 앞에 “请”을
사용하여 “……을 해주세요”, “……을 부탁합니다”, “……을 하세요.”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
19.

您贵姓?
Nín guì xìng?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충설명 : “贵姓”은 성을 물어 보는 존대어이다. 그러나 꼭 성씨만 묻는
말은 아니다. 처음 만난 사람, 또는 자신보다 어른인 분들에게 성함을 묻는
존대표현으로 사용한다.
20.

你叫什么名字?
Nǐ jiào shénme míngzi?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충설명 : 성(姓)만 물을 때는 “你姓什么?(Nǐ xìng shenme?) 성씨가 무
엇입니까?”하면 되고, 대답으로 “我姓李 (Wǒ xìng Lǐ.) 나는 이씨입니다.”라
고 하면 된다.
보충설명 : 이 문장은 존대해야할 사람에게는 사용하면 실례가 된다.
동년배나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사용하는 반말과 비슷한 문장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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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叫李世明
Wǒ jiào Lǐ Shìmíng.
나는 이세명이라고 합니다.
유사표현 : “我姓李, 名字叫世明 ”라고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대답해도
된다.
22.

23.

我今年二十三岁
Wǒ jīnnián èrshísān suì.
나는 올해 23살입니다.
추가어휘 : “去年(qunián) 작년”, “明年(míngnián) 내년”

见到你很高兴
Jiàndào nǐ hěn gāoxìng.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사표현 : “很高兴见到你 ”.
추가 설명 : “很”대신 “매우”, “아주”라는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非常
(feichang)”, “十分(shífen)”, “特別(tebie)”을 쓰면 된다.
24.

25.

认识你很高兴
Rènshi nǐ hěn gāoxìng.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유사표현 : “很高兴認识你 ”

这位是我的老师
Zhè wèi shì wǒ de lǎoshī.
이 분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보충설명 : “这位”는 “이분”이란 뜻으로 존대 표현이고, 보통은 삼인칭인
“他”를 사용해서 “他是我的老师 (Tā shì wǒ de loshi.) 그는 나의 선생님이
십니다.”라고 한다.
26.

27.

你是哪国人?
Nǐ shì nǎ guó 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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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28.

29.

我是韩国人
Wǒ shì Hánguórén.
나는 한국인입니다.
我是从中国来的
Wǒ shì cóng Zhōngguó lái de.
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我家在首尔
Wǒ jiā zài Shǒuěr.
나의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
보충설명 :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중국어로 “首尔(Shǒuěr)”이라고 한다.
추가표현 : “我住在堤川(Wǒ zhù zai Díchuan.) 나는 제천에 살고 있습니
다.”라고 한다.
30.

我家有四口人, 爸爸、妈妈、一个弟弟和我
Wǒ jiā yǒu sì kǒu rén, bàba、māma、yí ge dìdi hé wo.
나의 집에는 네 식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남동생하나 그리고 나입
니다.
추가어휘 : “姐姐(jiejie)”는 “언니” 또는 “누나”, “哥哥(gege)”는 “오빠”
또는 “형”이고, “妹妹(meimei)”는 “여동생”이다.
31.

32.

33.

我是一九八七年出生的
Wǒ shì yī jiǔ bā qī nián chūshēng de.
나는 1987년에 태어났습니다.
我在电脑公司工作
Wǒ zai diannao gongsī gongzuo.
나는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 8 -

초대․방문
34.

35.

36.

37.

38.

39.

40.

41.

欢迎, 欢迎!
Huānyíng, huānyíng!
환영합니다.
欢迎你们来韩国
Huānyíng nǐmen lái Hánguó.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请进!
Qǐng jìn!
들어오세요.
보충설명 : 반복해서 “请进! 请进!”으로 많이 사용한다.
请坐!
Qǐng zuò!
앉으세요.
보충설명 : 반복해서 “请坐! 请坐!”로 많이 사용한다.
请喝茶!
Qǐng hē chá!
차 드세요!
晚上你有空吗?
Wǎnshang nǐ yǒu kòng ma?
저녁에 시간이 있으신가요?
유사표현 : “有時間吗?(Yǒu shíjian ma?) 시간이 있나요?”
我想去拜访您
Wǒ xiǎng qù bàifǎng nín.
내가 당신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来我家玩儿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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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ái wǒ jiā wár ba!
우리 집으로 놀러오세요.
谢谢您的邀请!
Xièxie nín de yāoqǐng!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표현 : “谢谢你的招待 (Xièxie nǐ de zhaodai.)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42.

时间不早了, 我该走了
Shíjiān bù zǎo le, wǒ gāi zǒu le.
시간이 늦었으니 가봐야겠습니다.
보충설명 : “不早了”를 직역하면 “이르지 않다”란 뜻으로 “늦었다”란 의
미이다.
43.

別送了
Qǐng song le.
나오지 마세요.
보충설명 : “別……”은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다. 유사한 단어로는
“不要(bú yao)” 또는 “不用(bú yong)”이 있다. 또한 “別送, 別送 ”처럼 반복
해서 표현해도 된다.
44.

请慢走
Qǐng màn zǒu.
안녕히 가세요.
보충설명 : “천천히 가세요.”라는 의미로 주인이 손님을 전송할 때 사용
하는 말이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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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축원
46.

恭喜(你)!
Gōngxǐ (nǐ)!
축하합니다!

恭喜发财!
Gōngxǐ fācái!
부자 되세요!
보충설명 : “发财 fācái! 재산이 늘어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发”의 발
음이 숫자 “8(bā)”의 소리와 유사하다고하여 중국인들은 8이라는 숫자를 가
장 좋아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8월 8일 8시에 맞추어 개막식을 거행
했던 것을 봐도 중국인들이 숫자 8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7.

48.

新年快乐!
Xīnnián kuàilè!
즐거운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祝你一切顺利
Zhù nǐ yíqiè shùnlì.
모든 것이 순조롭길 바랍니다.
보충설명 : “祝你… 당신이 …하기를 축원합니다.”의 뜻이다. 또한 축하,
축원의 표현에는 “祝”대신 “希望(xīwang)”또는 “願(yuan)”을 써서 “希望你一
切顺利 ”라고 해도 같은 뜻이 된다.
49.

50.

51.

52.

祝你生日快乐!
Zhù nǐ shēngrì kuàilè!
생일 축하합니다!
祝你学习进步
Zhù nǐ xuéxí jìnbù.
학업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周末愉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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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ōumò yukuai.
즐거운 주말 되세요.
53.

54.

55.

祝你一路顺风
Zhù nǐ yílù shùnfēng.
가는 길이 순조롭길 바랍니다.
祝你旅途愉快
Zhù nǐ lǚtú yúkuài.
여행이 즐겁길 바랍니다.
圣诞快乐!
Shèngdàn kuàile!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
추가어휘 : “圣诞節(shèngdànjie) 성탄절”

56. 希望你早日康複
Xīwang nǐ zorì kngfù.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57.

祝你们新婚愉快
Zhù nǐmen xīnhun yúkuài.
결혼 축하합니다.
추가어휘 : “結婚(jiehun) 결혼”

- 12 -

감사
58.

59.

谢谢你
Xièxie nǐ.
감사합니다.
谢谢老师
Xièxie lǎoshī.
선생님 고맙습니다.

麻煩你了
Mafan nǐ le.
폐를 끼쳤습니다.
보충설명 : “실례 많이 했습니다.” 또는 “번거롭게 했습니다.”의 뜻으로
도 해석할 수 있다. 유사표현으로는 “給你添麻煩了 (Gei nǐ tian mafan le.)”
가 있다. 어떤 일을 부탁할 때도 “麻煩你, ……。실례지만, …….”라고 표현한
다.
60.

61.

62.

不谢!
Bú xiè!
천만에요!
沒事儿
Mei shìr.
괜찮습니다.

不客气!
Bú kèqi!
별 말씀을요.
보충설명 : “客气”는 “손님말투”라는 원 뜻에서 “예의를 지키다”, “겸손
하다” 등 겸손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63.

64.

谢谢你的照顾
Xièxie nǐ de zhàogù.
- 13 -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65.

66.

67.

68.

谢谢你的好意
Xièxie nǐ de haoyì.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谢谢你的指導
Xièxie nǐ de zhǐdao.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你的礼物
Xièxie nǐ de lǐwu.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我会记得你
Wǒ huì jì de nǐ.
나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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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对不起!
Duìbuqǐ!
미안합니다!
추가어휘 : “没关係 (Mei guanxi.)”, “无所谓 (Wusuowei.)”, “沒事兒 (Mei
shìr.)” 등으로 괜찮다는 대답을 할 수 있다.
69.

70.

71.

72.

73.

74.

75.

非常抱歉
Feichang bàoqiàn.
정말 죄송합니다.
유사표현 : “抱歉”은 “对不起(Duìbuqǐ)”보다 좀 점잖은 표현이다.
对不起, 我来晚了
Duìbuqǐ, wǒ lái wǎn le.
늦어서 죄송합니다.
让您久等了
Ràng nín jiǔ děng le.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请您原谅
Qǐng nín yuánliàng.
용서해 주세요.
유사표현 : “请您谅解 (Qǐng nín liangjie.) 이해해 주세요.”
我来向你道歉
Wǒ lái xiàng nǐ dàoqiàn.
당신께 사과드립니다.
打扰你了
Dǎrǎo nǐ le.
폐를 끼쳤습니다.
보충설명 : “번거롭게 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등의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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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7.

78.

79.

眞不好意思
Zhen bù hǎo yìsi.
정말 미안합니다.
보충설명 : 거절할 때나 난처한 상황에 대해 사과 할 때 쓴다.
都是我不好
Doushì wǒ bù hao.
다 나의 잘못입니다.
没关系
Méi guānxi.
괜찮습니다.
无所谓
Wú suǒwèi.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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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80.

81.

82.

83.

84.

85.

86.

87.

真了不起!
Zhēn liǎobuqǐ!
정말 대단해요!
你真能干
Nǐ zhen nenggan.
당신은 정말 능력이 있군요.
真不容易
Zhen bù rongyì.
정말 대단합니다.
보충설명 : 직역을 하면 “정말 쉽지 않다”는 뜻이다.
干得好!
Gan de hao.
잘했어!
你真幽默
Nǐ zhen youmo.
당신은 정말 위트가 있네요.
我真羡慕你
Wǒ zhen xianmù nǐ.
나는 정말 당신이 부랍습니다.
妳很漂亮
Nǐ hěn piàoliang.
당신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他长得很帅
Tā zhǎng de hěn shuài.
그는 참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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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9.

90.

91.

92.

唱得真好
Chang de zhen hao.
(노래)를 정말 잘 부르네요.
汉语说得不错
Hanyǔ shuō de bú cuo.
중국어를 잘 하시네요.
보충설명 : “不错”은 “잘 한다”, “좋다”, “괜찮다”의 뜻이다.
您过奖了
Nín guòjiǎng le.
과찬이십니다.
보충설명 : “过奖, 过奖 ”처럼 반복해서 써도 된다.
谢谢您的夸奖
Xièxie nín de kuājiǎng.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不敢当
Bù gandang.
별 말씀을요.
보충설명 : “내가 감히……”의 의미로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哪里! 哪里!
Nǎli, Nǎli!
별 말씀을요.
보충설명 :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의 뜻으로
“哪兒的話 (Nar de hua.)”해도 된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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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표현으로

부탁
94.

95.

96.

97.

98.

99.

100.

101.

请等一会儿
Qǐng děng yíhuìr.
잠시 기다려 주세요.
请帮帮忙!
Qǐng bāngbang máng!
좀 도와주세요!
유사표현 : “帮我一下忙 (Bāng wǒ yíxià mang.) 좀 도와주세요!”
求求你!
Qiúqiu nǐ!
제발 부탁합니다!
你能不能幇我?
Nǐ neng bu neng bang wo?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拜托你了
Bàituō nǐ le.
부탁합니다.
유사표현 : “拜托一下!(Bàituō yíxia!)”, “拜托! 拜托!”
請多多關照
Qǐng duōduō guanzhao
잘 부탁합니다.
借我用一下
Jiè wǒ yong yíxià.
좀 빌려 쓰겠습니다.
我可以看一下吗?
Wǒ keyǐ kan yíxià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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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봐도 되겠습니까?
102.

103.

请再说一遍
Qǐng zai shuō yí bian.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麻烦你点儿事
Máfan nǐ diǎnr shìr.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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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반대․거절․저지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我同意
Wǒ tóngyì.
나는 동의합니다.
可以
Keyǐ.
됩니다.
추가표현 : “不可以 (Bù keyǐ.) 안 됩니다.”
不要了
Bú yao le.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我反对
Wǒ fanduì.
나는 반대합니다.
유사표현 : “我有意见 (Wǒ yǒu yìjin.) 이견이 있습니다.”
说得有道理
Shuō de yǒu dàoli.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我赞成你的意见
Wǒ zànchéng nǐ de yìjiàn.
나는 당신의 의견을 찬성합니다.
不行! 绝对不行!
Bù xíng! jueduì bù xíng!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보충 설명 : “行”은 “좋아, 그렇게 하자” 또는 “된다.”는 뜻이다.
你们别吵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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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ǐmen bié chǎo le.
너희들 떠들지(다투지) 마라.
112.

113.

别喝醉了
Bié hē zuì le.
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这里不能抽煙
Zheli bù neng chouyan.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我觉得不太合适
Wǒ juéde bú tài héshì.
내 생각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충설명 : “我觉得……”은 “내 생각에는
을 이야기할 때 어두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114.

115.

116.

……”의

뜻으로 자신의 의견

我的看法跟你一样
Wǒ de kànfǎ gēn nǐ yíyàng.
내 견해는 당신과 같습니다.
보충설명 : “跟……一样”은 “……와 같다”의 뜻이다.
유사표현 : “跟……差不多(gēn……chabuduo) ……과 비슷하다.”
这是个好主意
Zhè shì ge hǎo zhǔyì.
이거 좋은 생각(아이디어)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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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건의․위로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请放心
Qǐng fàngxīn.
안심하세요.
別太失望了
Bié tai shīwang le.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你別着急
Nǐ bié zháojí.
조급해 하지 마세요.
別担心
Bié dānxīn,
걱정하지 마세요.
路上小心!
Lushang xiǎoxīn!
길에서 조심하세요!
你別哭了
Nǐ bié kū le.
울지 마세요.
请注意安全
Qǐng zhùyì ānquán.
안전에 유의하세요.
你考虑一下
Nǐ kǎolǜ yíxià.
고려 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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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6.

127.

別生气了
Bié shengqì le.
화내지 마세요.
我們一块儿去吧!
Wǒmen yíkuàr qù ba!
우리 함께 갑시다!
別伤心了
Bié shangxīn le.
상심하지 마세요.
유사표현 : “別难过 (Bié nanguo.) 괴로워하지 마세요.”

这个怎么样?
Zhège zěnmeyng?
이건 어떻습니까?
보충설명 : “怎么样? 어떻습니까?”의 뜻으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
보거나 건의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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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대화

식사
你吃饭了吗?
Nǐ chīfàn le ma?
식사하셨어요?
보충설명 : “飯”은 밥이다. 아침식사는 “早飯(zaofàn)”, 점심식사는 “午飯
(wufàn)”, 저녁식사는 “晩飯(wanfàn)”이다. 대답으로는 “吃了 (Chī le.) 먹었
다.” “没吃 (Mei chī.) 안 먹었다.”라고 한다.
129.

130.

我想请你吃饭
Wǒ xiang qǐng nǐ chī fàn.
당신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今天我請客
Jīntian wǒ qǐngke.
오늘은 내가 한턱내겠습니다.
추가표현 : “請客”을 직역하면 “손님을 대접하다.”인데, “한 턱 내겠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추가어휘 : “明天(míngtiān) 내일”, “昨天(zuotiān) 어제”
131.

132.

133.

134.

味道怎么样?
Wèidao zěnmeyàng?
맛이 어떻습니까?
好吃嗎?
Ho chī ma?
맛있니?
추가어휘 : “好吃 맛있다”, “不好吃 맛이 없다.”
请慢用
Qǐng màn yòng.
천천히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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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 중국에서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라는 말
을 잘 쓰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말로 “천천히 드세요” 또는 “많이 드세요”로
“請多吃一點兒 (Qǐng duō chī yìdianr.)”하면 된다.
135.

这是我的拿手菜
Zhè shì wǒ de náshǒucài.
이것은 내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입니다.

中国菜很合我的口味
Zhōngguócài hěn hé wǒ de kǒuwèi.
중국음식은 내 입맛에 맞다.
보충설명 : “中国菜 중국음식”, “韩国菜 한국음식”에서 “菜”는 요리, 반
찬 등의 뜻도 가지고 있다.
136.

137.

138.

139.

140.

141.

請多吃一点儿
Qǐng duō chī yìdianr.
많이 드세요.
我吃了
Wǒ chī le.
먹었습니다.
还沒吃
Hi méi chī.
아직 안 먹었습니다.
我餓了
Wǒ è le.
나는 배가 고픕니다.
吃饱了
Chī bo le.
배불리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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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你想吃什么?
Nǐ xing chī shénme?
당신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무엇이 먹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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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143. 几点见面?
Jǐ din jinmin?
몇 시에 만날까요?
보충설명 : “几点”은 “몇 시”이며, 1시는 “1点(yī dian)” 2시는 “2点(lia
ng dian)”이다.
144.

不见不散
Bújin búsn.
오실 때 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보충설명 : 직역하면 “만나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는다.”이다.

一言为定
Yìyn-wéidìng.
한마디로 확실히 약속 했습니다.
보충설명 : “한마디로 정했다”하는 원뜻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정했다”라는 의미이다.
145.

146.

147.

在哪儿见?
Zi nr jin?
어디에서 만날까요?
别忘了, 一定要准時到
Bié wng le, yídìng yo zhǔnshí do.
잊지 말고, 꼭 제시간에 와야 해!

咱们一起去看电影好吗?
Znmen yìqǐ qù kn dinyǐng ho ma?
우리 함께 영화 보러 갑시다. 어때요?
보충설명 : “……好吗?”는 동의를 얻고자 “그러시겠습니까?” 또는 “좋
습니까?”라는 뜻이다.
148.

149.

你们一定要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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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ǐmen yídìng yo li.
너희들 꼭 와야 해.
150.

我在校门口等你
Wǒ zi xioménkǒu děng nǐ.
정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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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喂! 你好!
Wei! Nǐ hao!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보충설명 : “喂”는 “wei” 또는 “wei”로
부를 때 쓴다.
151.

152.

153.

154.

155.

156.

발음하며,

전화 할 때나 사람을

我就是
Wǒ jiùshì.
바로 접니다.
請留言
Qǐng liúyán.
메모를 남기세요.
请稍等
Qǐng shao deng.
잠시 기다려 주세요.
发短信给我
F dunxìn gěi wǒ.
문자를 보내주세요.
보충설명 : 문자에 해당되는 “短信”의 원뜻은 “짧은 편지”이다.
你找哪一位?
Nǐ zo n yí wèi?
어느 분을 찾으십니까?

請問, 你是哪一位?
Qǐngwèn, nǐ shì n yí wèi?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보충설명 : “請問”은 말을 걸고자 할 때 “실례 하겠습니다”의 뜻으로도
사용한다.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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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표현 : “你是誰?(Nǐ shì shei?) 당신은 누구입니까?”
王先生在家吗?
Wng xinsheng zi ji ma?
왕선생은 집에 계십니까?
보충설명 : 대답으로 계실 때는 “在”, 안 계실 때는 “不在”라고 하면 된
다. “先生”은 남자들에게만 사용하는 호칭이다.
158.

159.

160.

手机沒电了
Shǒujī méi din le.
핸드폰이 방전되었다.
你的手机号码是多少?
Nǐ de shǒujī hàomǎ shì duōshao?
당신의 전화번호는 몇 번 입니까?
유사표현 : “幾號(jǐ hao) 몇 번”

我的电话号码是043)645-1125
Wǒ de diànhuà hàomǎ shì líng sì sān liù sì wǔ yao yao er wu.
나의 전화번호는 043)645-1125번입니다.
보충설명 : 중국어로 전화번호나 방 번호 등을 알릴 때 1은 7과 소리가
흡사하여 “yī”대신에 “yao”로 발음하고, 119를 “yao yao jiǔ”, 114를 “yao ya
o sì”로 발음한다. 또한 전화번호를 알릴 때 “-”(데시)는 말하지 않고 짧게
멈추었다가 나머지 번호를 말하면 된다.
161.

162.

请稍后再拨
Qǐng shāo hòu zài bō.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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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응답
163.

164.

165.

166.

167.

近來忙吗?
Jìnlai máng ma?
요즘 바쁩니까?
怎么回事?
Zěnme huí sh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사표현 : “你怎么了?(Nǐ zěnme le?) 너 왜 그러니?”
怎么办呢?
Zěnme bàn ne?
어떻게 해야 되지요?
这是什么?
Zhè shì shénme?
이것은 무엇 입니까?
她是谁?
Tā shì shei?
그녀는 누구입니까?

你去不去首尔?
Nǐ qù bu qù shouer?
당신은 서울에 가실 겁니까?
보충설명 : 긍정과 부정을 나열하여 구성한 의문문으로 “去不去?(qù bu
qu)갑니까? 안 갑니까?”, “是不是(shì bu shì)? 입니까? 아닙니까?”, “好不
好?(hao bu hao) 좋습니까? 싫습니까?”, “买不买(mai bu mai)? 삽니까? 안
살 겁니까?”등의 예가 있다.
168.

169.

在哪儿买的?
Zai nar mai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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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사셨습니까?
170.

你是怎么知道的?
Nǐ shì zěnme zhīdao de?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你太客气了
Nǐ tài kèqi le.
당신은 너무 겸손하시군요.
보충설명 : 「太……了」는 “너무 ……합니다.”의 뜻으로 정도의 높음을
나타내나.
171.

172.

173.

174.

175.

176.

没问题
Méi wèntí.
문제없습니다.
那当然啦!
Nà dāngrán la!
그야 물론이죠!
算了吧!
Suàn le ba!
됐습니다. 그만 두세요!
보충설명 : “算了! 算了!”처럼 반복해서 표현해도 된다.
你在干什么呢?
Nǐ zai gan shenme ne?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사표현 : “你做什么?(Nǐ zuò shenme?) 넌 뭐하니?”
您今年多大年纪了?
Nín jīnnian duodà nianjì le?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보충설명 : 윗사람에게 나이를 물을 때 쓰는 존대어 표현이다. 동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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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 사람에게는 “你幾歲?(Nǐ jǐ suì?) 너 몇 살이니?”라고 물으면 된다.
177.

听明白了沒有?
Tīng míngbai le meiyou?
알아들었습니까?
유사표현 : “聽懂了嗎?(Tīng dong le ma?) 이해가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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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현
178.

179.

180.

181.

182.

太高兴了!
Tài gaoxìng le!
너무 기쁘다!
太棒了!
Tài bàng le!
참 잘되었어요!
太好了!
Tài hǎo le!
너무 잘됐다!
好極了!
Hǎo jí le!
잘 되었다!(좋다!)
多美啊!
Duō mei a!
정말 아름답다!

别开玩笑了!
Bié kāiwánxiào le!
농담하지 마세요!
보충설명 : “장난이었다.”라고 할 때는 “闹着玩兒的 (Naozhe
de.)”하면 된다.
183.

184.

이다.

wánr

加油! 加油!
Jiāyóu! Jiāyóu!
힘내라! 이겨라!
보충설명 : 응원할 때 쓰이는 구호로 직역하면 “기름을 더하다”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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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86.

187.

188.

感到很緊張
Gandao hen jǐnzhang.
긴장이 됩니다.
挺方便的
Tǐng fangbian de.
꾀 편리하군요.
很有意思
Hen youyìsi.
재미있다.
眞高興!
Zhen gaoxìng!
참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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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189.

190.

191.

192.

193.

194.

危险!
Weixian!
위험해!
小心点兒!
Xiǎoxīn dianr!
조심하세요!
糟糕了!
Zāogāo le!
큰일이 났다.
보충설명 : “糟了!”하고 표현해도 된다.
快去挂失!
Kui qù gushī!
빨리 분실신고 하세요!
보충설명 : “快去……”는 “빨리 가서 ……을 하세요.”의 뜻이다.
我的天啊!
Wǒ de tiān a!
하느님 맙소사.
유사표현 : “天啊!(tian a!)”
救命啊!
Jiùmìng a!
사람 살려!

快去报警
Kui qù bojǐng.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충설명 : 중국에서는 경찰을 “公安(gongan)” 또는 “警察(jǐngcha)” 이
라고 한다.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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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97.

198.

199.

我的钱包不见了
Wǒ de qiánbāo bú jin le.
내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我的护照丢了
Wǒ de hùzhào diū le.
나의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请帮我找找
Qǐng bāng wǒ zhǎozhǎo.
좀 찾아주세요.
快叫救护车!
Kui jiào jiùhùchē!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유사표현 : “快叫119!(kuai jiao yiāo yiāo jiu!) 119를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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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벼운

대화 소재

날씨
200.

201.

202.

203.

韓國四季分明
Hanguó sìjì fēnmíng.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보충설명 : “四季 사계” 는 “四個季節(sì ge jìjie)”의 준말이다.
今年春天真暖和
Jīnnián chūntiān zhēn nuǎnhuo.
올 봄은 참 따뜻합니다.
夏天很热
Xiatian hen re.
여름은 덥습니다.
秋天凉快, 冬天冷
Qīutian liangkuai, dongtian leng.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天气预报说, 明天是阴天
Tiānqì yùbào shuō, míngtiān shì yīntiān.
일기예보를 들으니 내일은 흐릴 것이랍니다.
추가어휘 : “晴天(qíngtian) 맑은 날”, “阴轉晴 (Yīn zhuan qíng.) 날씨
가 개다.”
204.

205.

206.

下了一场雨
Xià le yì chǎng yu.
비가 한차례 내렸습니다.
颱風來了
Taifeng lai le.
태풍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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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08.

209.

210.

今天多少度?
Jīntiān duoshao dù?
오늘은 몇 도입니까?
天气真好, 不冷也不热
Tiānqì zhēn hǎo, bù lěng yě bú rè.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今天比昨天冷
Jīntiān bǐ zuótiān lěng.
오늘은 어제 보다 춥습니다.
小心沙尘暴
Xiǎoxīn shāchénbào.
황사를 조심하세요.
보충설명 : “沙尘暴”의 원뜻은 모래와 분진으로 이루어진 폭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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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취향․습관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你有什么爱好?
Nǐ yǒu shénme àihào?
당신은 무슨 취미가 있습니까?
你爱听中国歌吗?
Nǐ ài tīng Zhōngguó gē ma?
당신은 중국노래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추가어휘 : “爱” 대신 “喜欢(xǐhuan)”을 써도 된다.
我的愛好是聽音樂
Wǒ de àihào shì tīng yīnyue.
나의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我喜欢上网
Wǒ xǐhuān shàng wǎng.
나는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夏天爱游泳, 冬天爱滑雪
Xiàtiān ài yóuyǒng, dōngtiān ài huáxuě.
여름에는 수영을 즐겨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즐겨 탑니다.
你喜欢看電影吗?
Nǐ xǐhuān kàn dianyǐng ma?
당신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我喜欢運動
Wǒ xǐhuān yundong.
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我對做菜感興趣
Wǒ duì zuò cai gan xìngqu.
나는 요리에 흥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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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220.

221.

222.

我是个足球迷
Wǒ shì ge zúqiú mí.
나는 축구 팬입니다.
보충설명 : “……迷”는 “……팬”, “……광”이라는 뜻이다.
我常去爬山
Wǒ cháng qù páshān.
주말에 나는 자주 등산을 하러 갑니다.
参加了什么活動?
Cānjiā le shénme huodong?
무슨 동아리에 참가했습니까?
早上七点起床, 晩上十二点睡觉
Zaoshang qī diǎn qǐchuáng, wanshang shí’er dian shuìjiao.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고 저녁 12시에 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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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날짜
223.

쓴다.

今天是几月几号?
Jīntiān shì jǐ yuè jǐ hào?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보충설명 : 날을 표현할 때 “号”는 구어체이고, 문서체로는 “日(rì)”을

今天星期几?
Jīntiān xīngqī jǐ?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추가어휘 : “星期 요일”, “星期一 월요일”, “星期二 화요일”,‥‥‥ “星
期六 토요일”, “星期天(xīngqītian) 일요일”, “周末(zhoumo) 주말”.
유사표현 : “星期” 대신 “禮拜(lǐbai)”나 “周(zhou)”를 써도 된다.
224.

225.

226.

227.

228.

229.

你是什么时候到首尔的?
Nǐ shì shénme shíhou dào shǒuěr de?
당신은 언제 서울에 도착했습니까?
什么时候回來?
Shénme shíhou huílai?
언제 돌아옵니까?
你是哪一年出生的?
Nǐ shì nǎ yì nián chushēng de?
당신은 몇 년생입니까?
现在几点?
Xiànzài jǐ diǎn?
지금 몇 시입니까?
需要多長時間?
Xuyao duō chang shíjian?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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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231.

232.

我的生日是七月二十五号
Wǒ de shēngrì shì qī yuè ershíwǔ hào.
내 생일은 7월 25일입니다.
九月一號開學
Jiǔ yuè yī hao kaixue.
9월1일에 개학합니다.
보충설명 : 중국은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3월에 2학기가 시작된다.
추가어휘 : “放假(fangjia) 방학하다”
八点十分開始上課
Bā diǎn shí fen kaishǐ shangke.
여덟시 십 분부터 수업을 합니다.
추가어휘 : “下課(xiake) 수업을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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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 & 쇼핑

관광․여가
你去过中国吗?
Nǐ qùguo Zhōngguó ma?
당신은 중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보충설명 : “去过”는 「동사 + 过」“……을 한 적이 있다.”의 구조로 경
험을 나타내어 “가본 적 있다”의 뜻이다.
233.

234.

235.

236.

237.

238.

239.

我想去旅游
Wǒ xiang qù lǚyou.
나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你打算去哪儿玩?
Nǐ dasuan qù nar wanr?
당신은 어디로 놀러 갈 예정입니까?
要一张旅游图
Yao yì zhang lǚyoutu.
여행지도 한 장 주세요.
请帮我照张相
Qǐng bāng wǒ zhào zhāng xiàng.
사진 좀 찍어주세요.
我找一名韓语导游
Wǒ zhao yì míng Hanyǔ daoyou.
나는 한국어가이드 한명을 찾고 있습니다.
门票多少钱?
Menpiao duoshao qian?
입장권은 얼마입니까?
추가어휘 : “學生票(xueshengpiao) 학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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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用學生證可以打折嗎?
You xueshengpiao ma?
학생 표 있습니까?
请问, 故宫怎么走?
Qǐngwen, gugong zenme zou?
좀 여쭙겠는데, 고궁은 어떻게 갑니까?
北京名勝古蹟很多
Beijīng míngshenggujī hen duo.
베이징에는 명승고적이 많습니다.
上海是一个繁华的城市
Shànghǎi shì yí ge fánhuá de chéngshì.
상하이는 번화한 도시다.
我想买纪念品
Wǒ xiang mai jìnianpǐn.
나는 기념품을 사고 싶습니다.
风景美极了!
Fengjǐng mei jí le!
경치가 참 아름답군요!
玩得眞開心
Wanr de zhen kaixīn.
정말 기분 좋게 놀았다.
这兒的景色真好
Zher de jǐngsè zhen hao.
이곳의 경치는 참 좋군요.
你爱踢足球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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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ǐ ai tī zuqiú ma?
축구를 좋아합니까?
249.

250.

我经常打篮球
Wǒ jīngchang dǎ lanqiu.
나는 농구를 자주합니다.
我想和你聊天
Wǒ xiang hé nǐ liaotian.
나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下午去逛街
Xiawǔ qù guangjie.
오후에 쇼핑하러 갑니다.
추가어휘 : “上午(shàngwu) 오전”, “中午(zhongwu) 점심”, “晩上(wa
nshang) 저녁”
보충설명 : “逛街”를 직역하면 “길을 구경하다.”인데, “구경하다”, “쇼핑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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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您要什么?
Nín yaò shénme?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您要多少?
Nín yào duōshao?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这个怎么卖?
Zhè ge zěnme mài?
이거 어떻게 팔아요?
一共多少钱?
Yígòng duōshao qián?
모두 얼마입니까?
可以刷卡嗎?
Keyǐ shuakǎ ma?
카드로 결제를 해도 됩니다?
추가어휘 : “信用卡(xìnyong ka) 신용카드”
太贵了!
Tài guì le!
매우 비싸군요!
能不能便宜一点儿
Néng bu néng piányi yìdiǎr.
좀 싸게 해 주세요.
今天大减价
Jīntiān dà jiǎnjià.
오늘은 빅 세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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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这家百货商店打折
Zhè jiā bǎihuò shāngdiàn dǎzhé.
이 백화점은 세일을 합니다.
보충설명 : 20% 할인을 “打八折(dǎ bā zhe)”라고 한다.

给我大一号的
Gěi wǒ dà yí hào de.
나에게 한 치수 큰 것 주세요.
추가어휘 : “小一号(xiao yí hào) 한 치수 적은 것”, “大號(dà hao) 큰
사이즈”, “中號(zhong hao) 중간사이즈”, “小號 작은 사이즈”.
261.

262.

263.

264.

可以试穿吗?
Kěyǐ shì chuān ma?
스웨터를 입어 봐도 됩니까?
化妆品在哪儿?
Huàzhuāngpǐn zài nǎr?
화장품은 어디 있나요?
要什么牌子的?
Yào shénme páizi de?
어떤 브랜드를 찾으세요?
추가어휘 : “品牌(pǐnpái) 브랜드”

在哪儿付款?
Zài nǎr fù kuǎn?
계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가어휘 : 계산대를 “收銀臺(shouyíntai)”라고 하고, 식당에서는 “櫃臺
(guìtai)”라고도 한다.
265.

266.

還有别的颜色吗?
Hai yǒu bié de yánsè ma?
다른 색상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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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歡迎光臨!
Huanyíng guanglín!
왕림해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충설명 : 환영하며 쓰는 표현이고, 감사드릴 때는 “谢谢光临!(Xiexie
guanglín!)”이라고 한다.
267.

268.

269.

270.

271.

272.

你們幾位?
Nǐmen jǐ wei?
당신들은 몇 분이십니까?
請來這兒坐
Qǐng lai zher zuo.
여기에 와서 앉으세요.
你要點什么?
Nǐ yao dian shenme?
무엇을 주문하겠습니까?
我們點菜吧
Women dian cai ba.
우리 음식 주문하자.
请给我看看菜单, 好嗎?
Qǐng gěi wǒ kànkan càidān, hǎo ma?
메뉴판을 보여주시겠습니까?

来一盘水饺
Lái yì pán shuǐjiǎo.
물만두 한 접시 주세요.
보충설명 : “来”의 원뜻은 “오다”인데,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 “～
을 주세요.”로 쓰인다.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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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您还要别的吗?
Nín hái yào bié de ma?
다른 필요하신 것 있습니까?

这家饭馆的菜都很好吃
Zhè jiā fànguǎn de cài dōu hěn hǎochī.
이 식당의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추가어휘 : “餐廳(cantīng)”, “食堂(shítang)”도 식당이라는 뜻이고, “맛
있다”는 “好吃”, “很好吃”, “眞好吃(Zhen hǎochī)”
275.

276.

277.

服务员, 买单
Fúwùyuán, maidān.
종업원, 계산해주세요.
洗手间在哪儿?
Xǐshǒujiān zài nǎr?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가어휘 : 화장실을 “衛生間(weishengjian)”, “厠所(cesuo)”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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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공항
278.

279.

도”.
280.

281.

282.

283.

284.

285.

我要订明天的飞机票
Wǒ yào dìng míngtiān de fēijīpiào.
나는 비행기 표를 내일 것으로 예약하려고 합니다.
买往返票有优惠
Mai wangfanpiào yǒu yōuhuì.
왕복표를 사면 가격이 할인됩니다.
추가어휘 : “來回票(laihuí piào) 왕복표”, “单程票(dancheng piao) 편
打算12月初出国
Dǎsuàn shíèr yuè chū chūguó.
12월초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추가어휘 : “回國(huíguo) 귀국”
飞机准时起飞
Fēijī zhǔnshí qǐfēi.
비행기는 시간에 맞추어 이륙합니다.
请问, 这是韩亚航空公司吗?
Qǐng wèn, zhè shì hányà hángkōng gōngsī ma?
실례합니다. 여기가 아시아나항공입니까?
请问, 在哪儿办登機手续?
Qǐng wèn, zài nǎr bàn dēngjī shǒuxù?
실례지만, 어디에서 탑승 수속을 합니까?
我的座位号码是7A
Wǒ de zuòwèi hàomǎ shì qī A.
내 좌석 번호는 7A입니다.
你有几件行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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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ǐ yǒu jǐ jiàn xínglǐ?
가방이 몇 개입니까?
286.

287.

288.

289.

在三号登机口登机
Zài sān hào dēngjīkǒu dēng jī.
3번 탑승구에서 탑승하세요.
请给我一张入境登记卡
Qǐng gei wǒ yì zhāng rùjìng dēngjìkǎ.
입국 신고 카드 한 장 주십시오.
추가어휘 : “出境登记(chujìng dēngjì) 출국 신고”.
有要申报的东西吗?
Yǒu yào shēnbào de dōngxi ma?
신고하실 물건이 있으신가요?
我去機場接你
Wǒ qù jīchang jiē nǐ.
추가어휘 : “送(song) 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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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我要一个房间
Wǒ yao yí ge fangjian.
방 하나만 주세요.
要一个双人间
Yao yí ge shuangren jian.
2인실 하나 주세요.
추가어휘 : “單人间(danren jian) 일인 실”
我想住两天
Wǒ xiang zhù liang tian.
나는 이틀 머물 예정입니다.
这個房间多少钱?
Zhè ge fangjian duoshao qian?
이 방은 얼마입니까?
房间号是406号
Fangjian hao shì sì líng liù hao.
방 번호는 406호입니다.
请登记一下
Qǐng dengjì yíxia.
기록 좀 해주세요.
包括早餐吗?
Baokuò zaocan ma?
아침식사가 포함됩니까?
有没有洗刷用品?
You mei you xǐshuā yongpǐn?
세면도구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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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299.

300.

服务台电话是几号?
Fuwutai dianhuà shì jǐ hao?
안내데스크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餐厅在三楼
Cantīng zai san lou.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我们不收小费
Wǒmen bù shou xiaofei.
우리는 팁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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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생활
1. 교통수단 이용하기
자동차․버스․택시․지하철․기차․비행기 이용 / 렌터카 / 길 묻기
301.

302.

坐公共汽车去吧
Zuò gōnggòng qìchē qù ba.
버스타고 갑시다.
보충설명 : “公共汽车”를 줄여서 “公车”라고 표현한다.
我要下车
Wǒ yào xià chē.
나는 차에서 내리겠습니다.
추가어휘 : “上車(shang chē) 차에 탑승하다.”

长途车站在哪儿?
Changtú chezhan zai nar?
시외버스 터미널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가어휘 : “地铁站(dìtiě zhan) 지하철역”, “飞机场(feijī chang) 공항”,
“火車站(huochē zhan) 기차역”, “公車站(gongchē zhan) 버스정류장”
303.

304.

305.

306.

在哪儿打车?
Zai nar dahe?
택시는 어디서 탑니까?
有地铁站的地图吗？
You dìtiezhan de dìtú ma?
지하철 노선표가 있습니까?
有卧铺票嗎?
You wopupiao ma?
침대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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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這是去首尔的火车
Zhè shì qù shouer de huoche.
이는 서울로 가는 기차입니다.
有几点的火车?
You jǐ dian de huoche?
몇 시 기차가 있습니까?
火车什么时候出发?
Huǒchē shénme shíhou chūfā?
기차는 언제 출발합니까?
本次列车是開往北京的
Běn cì lièchē shì kai wang Běijīng de.
이번 열차는 베이징으로 간다.
要硬座还是软座?
Yào yìngzuò háishì ruǎnzuò?
딱딱한 좌석을 하겠어요. 아니면 부드러운 좌석을 하겠어요?
我每天骑自行车上班
Wǒ meitian qí zìxíngchē shàngbān.
나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추가어휘 : “下班(xiaban) 퇴근하다.”
坐公共汽車上學
Zuò gōnggòngqìchē shangxue.
버스를 타고 학교 갑니다.
추가어휘 : “放學(fangxue) 학교를 파하다.”
我要两张到上海的票
Wǒ yào liǎng zhāng dào Shànghǎi de piào.
상하이로 가는 표 두 장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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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316.

317.

318.

坐飞机还是坐火车?
Zuò feijī haishì zuò huoche?
비행기를 탑니까, 아니면 기차를 탑니까?
票价是多少？
Piào jià shì duoshao?
표가는 얼마입니까?
我要退票
Wǒ yào tuì piào.
나는 표를 반환하려고합니다.
我不会开车
Wǒ bú huì kaiche.
나는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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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319.

320.

321.

322.

323.

324.

325.

租(车)一天多少钱?
Zū (che)̄ yì tian duoshao qian?
하루 렌트하는데 얼마입니까?
保险费是多少?
Baoxianfei shì duoshao?
보험 비는 얼마입니까?
我要租一辆车
Wǒ yao zū yí liang che.
차 한대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油費怎么算?
Youfei zenme suan?
유료 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我想租两天
Wǒ xiang zū liang tian.
나는 이틀 렌트하려합니다.
今天下午可以用吗?
Jīntian xiawǔ keyǐ yong ma?
오늘 오후에 쓸 수 있습니까?
加油站在哪儿?
Jiāyóu zhàn zài nǎr?
주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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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묻기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要走哪条路?
Yao zou nǎ tiao lu?
어느 길로 가야합니까?
请问, 去体育馆怎么走?
Qǐng wèn, qù tǐyuguan zěnme zǒu?
좀 여쭙겠는데, 체육관은 어떻게 갑니까?
公车站离这兒远吗？
Gongchē zhan lí zher yuan ma?
버스정류장은 이것에서 멉니까?
换几路车?
Huàn jǐ lù chē?
몇 번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까?
추가어휘 : “換車” 대신 “倒車(daoche)”를 써도 된다.
坐308路公共汽车
Zuò sān líng bā lù gōnggòngqìchē.
308번 버스를 탑니다.
要坐几站?
Yao zuo jǐ zhan?
몇 정거장을 타고 가야합니까?
要走多少時間?
Yao zou duoshao shíjian?
얼마나 걸어 가야합니까?
往前一直走
Wang qian yìzhí zou.
앞으로 쭉 걸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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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335.

336.

337.

在十字路口往左拐
Zài shízìlùkǒu wǎng zuǒ guǎi.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추가어휘 : “右(you) 오른쪽”
過兩個紅綠燈
Guò liang ge honglüdeng.
신호등 두개를 지나가야합니다.
要坐什么车?
Yao zuò shénme chē?
무슨 차를 타야합니까?
在哪儿下车?
Zài nar xià chē?
어디서 내립니까?

在哪儿坐公共汽车?
Zài nar zuò gōnggòngqìchē?
어디에서 버스를 타야합니까?
추가어휘 : 버스를 “公車(gongche)”, “公交車(gongjiaoche)”, “巴士(ba
shì)”라고한다. 소형 버스를 “小公車(xiao gongche)” 또는 “小巴(xiaoba)”, 중
형은 “中巴(zhongba)”, 대형버스는 “大巴(daba)”라고 한다.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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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시설 이용하기

병원․약국
339.

哪儿不舒服?
Nǎr bù shūfu?
어디가 불편하세요?

去医院看病
Qù yīyuan kanbìng.
병원에 진찰받으러 갑니다.
보충설명 : “아파서 병원에 가다”를 중국어 표현으로는 “去看醫生 (Qù
kan yīsheng.)” 직역하면 “의사를 보러가다”, “去看病 (Qù kanbìng.)”, 직역하
면 “병을 보러가다”라고 표현한다.
340.

341.

342.

343.

344.

345.

我头疼
Wǒ tóu téng.
나는 머리가 아픕니다.
我肚子疼
Wǒ dùzi téng.
나는 배가 아픕니다.
感冒了
Ganmao le.
감기에 걸렸어요.
有点儿发烧
Yǒudiǎr fāshāo.
열이 좀 납니다.
先挂号
Xian guàhao.
먼저 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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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要挂内科
Wǒ yào guà nèikē.
나는 내과에 접수하려 합니다.
추가어휘 : “外科(waikē) 외과”, “小兒科(xiao’erkē) 소아과”, “牙科(ya
kē) 치과”
346.

347.

348.

349.

350.

351.

急疹科在哪儿?
Jízhěnkē zài nǎr?
응급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去开药吧!
Qù kaiyao ba!
약 처방받으러 가세요!
吃中药还是西药?
Chī zhongyao haishì xīyao?
중약을 드시겠어요, 아니면 양약을 드시겠어요?
要按时吃药
Yào ànshí chīyào.
때맞추어 약을 먹어야합니다.
这个药一天吃三次
Zhè ge yào yì tiān chī san cì.
이약은 하루에 세 번 먹으세요.

这附近有西药房吗?
Zhè fùjìn yǒu xīyàofang ma?
이 부근에 약국이 있습니까?
추가어휘 : “西藥(xīyao) 양약”, “西醫(xīyī) 양의”, “韓藥(hanyao) 한약”,
“韓醫(hanyī) 한의”, “中藥(zhongyao) 중약”, “中醫(zhongyī) 중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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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체국
353.

354.

355.

我要去銀行存钱
Wǒ yào qù yínhang cúnqián.
나는 은행에 예금 하러갑니다.
추가어휘 : “돈을 인출하다”는 “取钱(quqian)”, “提款(tíkuan)이다.
這是我的存折
Zhè shì wǒ de cunzhe.
이것은 내 통장입니다.
추가어휘 : “賬戶(zhanghu) 예금통장”
自动取款机在哪兒?
Zìdòng qǔkuǎnjī zai nar?
자동인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추가어휘 : “自动販賣机(zìdòng fanmaijī) 자동판매기”

今天的汇率是多少?
Jīntian de huìlǜ shì duōshao?
오늘의 환율이 얼마나 됩니까?
추가어휘 : 환율은 “兌換率(duìhuanlü)”, “牌價(paijia)”로 표현해도 된다.
추가표현 : 한화 대 인민폐를 “韓幣對人民幣(hanbì duì renmínbì)”라고
하며, 환율을 말할 때 “120대1일”은 “120比1(yìbai ershí bǐ yī)”이라고 표현한
다.
356.

357.

358.

359.

邮局在哪儿?
Yóujú zài nar?
우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我要寄信
Wǒ yào jì xìn.
나는 편지를 붙이겠습니다.
我想寄国际快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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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xiang jì guojì kuaidì.
나는 국제속달우편으로 부치려합니다.
추가어휘 : EMS는 “国际快递”이고, 항공 등기편지를 “航空掛號信(ha
ngkong guahaoxìn)”이라고 한다.
360.

361.

362.

363.

364.

365.

贴多少邮票?
Tiē duoshao youpiao?
우표는 얼마나 붙어야합니까?
邮政编码是多少?
Youzheng bianmǎ shì duōshao?
우편번호는 몇 번입니까?
给我一张邮票
Gei wǒ yì zhang youpiao.
우표 한 장 주세요.
往哪儿寄?
Wang nar jì?
어디로 부칩니까?
包裹里是什么东西?
Baoguo li shì shénme dongxi?
소포 안에는 무슨 물건이 있습니까?
寄到中國需要几天?
Jì dao Zhongguó xuyao jǐ tian?
중국으로 부치는데 며칠이 소요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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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대사관
韩国大使馆在什么路?
Hánguó dàshǐguǎn zài shénme lù?
한국대사관은 어느 길에 있습니까?
추가어휘 : “大使 대사”, “領事館(lǐngshì guan) 영사관”, “領事 영사”
보충설명 : 중국의 주소는 길을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무슨 동에
있습니까?”를 “在什么路? 어느 길에 있습니까?”라고 물어야한다.
366.

367.

368.

369.

370.

去大使馆办旅游签证
Qù dàshǐguǎn ban lǚyou qianzheng.
대사관에 여행 비자를 받으러 갑니다.
추가어휘 : “留学签证(liuxué qianzheng) 유학비자”
去办护照
Qù ban huzhao.
여권을 만들러 갑니다.
带身份证、护照、照片两张
Dai shenfenzheng、huzhao、zhaopian liang zhang.
신분증, 여권, 사진 두 장을 가져오세요.
请告诉我您的姓名和电话號碼
Qǐng gàosu wǒ nín de xìngmíng hé diànhuà haoma.
당신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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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편의시설 이용하기

커피숍
371.

372.

373.

374.

375.

376.

你喝点儿什么?
Nǐ hē dianr shénme?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我要喝咖啡
Wǒ yào hē kāfēi.
나는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你喜欢喝哪种茶?
Nǐ xǐhuan hē nǎ zhong cha?
당신은 어떤 차를 좋아합니까?
乌龙茶很香
Wulongchá hen xīang.
우롱차가 향기롭군요.
给我来一杯红茶
Gěi wǒ lái yì bēi hóngchá.
나에게 홍차한 잔 주세요.
我要一杯牛奶
Wǒ yao yì bēi niunai.
나는 우유 한 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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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377.

378.

379.

附近有洗衣店吗?
Fujìn you xǐyī dian ma?
근처에 세탁소가 있습니까?
请給我熨一下
Qǐng gei wǒ yun yíxia.
다림질 좀 해주세요.
熨一件衣服多少钱?
Yun yí jian yīfu duoshao qian?
옷 한 벌 다림질에는 얼마입니까?

干洗还是水洗?
Gānxǐ háishì shuǐxǐ?
드라이클리닝 하시겠어요? 아니면 물세탁하시겠어요?
381. 这件西装要干洗
Zhè jian xīzhuang yào gānxǐ.
이 양복은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합니다.
380.

382.

383.

需要几天?
Xuyao jǐ tian?
얼마나 걸립니까?
三天以后取衣服
San tian yǐhou qǔ yīfu.
3일 후에 옷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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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384.

385.

386.

387.

388.

389.

现在流行的发型
Xianzai liúxíng de fàxíng.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다.
我要剪发
Wǒ yào jianfà.
나는 커트머리를 하겠습니다.
추가표현 : “我要洗头 (Wǒ yào xǐtóu.) 나는 머리를 감으려합니다.”
剪短一点儿
Jian duan yì dianr.
좀 짧게 잘라주세요.
韩国流行短发烫发
Hanguó liúxíng duanfà tangfà.
한국은 짧은 파마가 유행합니다.
要做长卷发
Yao zuò chang juanfà.
긴 파마머리를 하겠습니다.
这种发型怎么样?
Zhè zhǒng fàxíng zěnmeyàng?
이런 헤어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추가표현 : “我很满意 (wǒ hěn mǎnyì.) 내 마음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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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캠퍼스 생활

학업
390.

我讀世明大学
Wǒ dú Shìmíng dàxué.
나는 세명대학교를 다닙니다.

你讀什么係?
Nǐ dú shénme xì?
당신은 무슨 학과를 다닙니까?
추가어휘 : 학과를 “係”라고 한다. 한국어문학과는 “韓國語文学係(Ha
nguoyuwenxuexì)”, 호텔관광학과는 “酒店观光学係(Jiudianguanguangxuexì)”,
영어학과는 “英語係(Yīngyuxì)”, 건축공학과는 “建築工程係(Jianzhugongche
ngxì)”, 패션디자인학과는 “服装设计系(Fuzhuangshejìxì)”, 체육학과는 “體育
係(Tǐyù xì)”이다.
391.

392.

393.

我是中國語係的學生
Wǒ shì Zhongguoyuxì de xuesheng.
나는 중국어학과 학생입니다.
我的专业是國際通商
Wǒ de zhuānyè shì Guojìtongshang.
나의 전공은 국제통상입니다.

今年三年級
Jīnnian san nianjí.
금년에 3학년입니다.
추가어휘 : “年級”은 학년을 말하며, 일학년부터 “一年級”‥‥‥ “四年
級”라고 하면 된다. 신입생을 “新生(xīnsheng)”이라 하며, 졸업생은 “畢業生
(bìyesheng)”이라한다.
394.

395.

明年就要畢業了
Míngnian jiuyao bìyè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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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졸업을 합니다.
電腦、漢語、英語是共同科目
Diannao、Hanyu、Yīngyǔ shì gongtong kemu.
컴퓨터, 중국어, 영어는 교양과목입니다.
보충설명 : 한국대학의 교양과목에 해당되는 명칭을 중국대학에서는
“共同科目 공동과목”이라고 한다.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休息十分钟
Xiūxi shí fēn zhōng.
십분 휴식하겠습니다.
現在開始上課
Xianzai kaishǐ shangke.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有沒有問題?
You mei you wentí?
문제(질문) 있습니까?
打開課本
Dakai keben.
교과서를 펼치세요.
預習、複习都很重要
Yuxí、fuxí dou hen zhongyao.
예습, 복습 다 중요합니다.
周末在书店打工
Zhōumò zài shūdiàn dǎgōng.
주말에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추가어휘 : “工讀生(gongdusheng) 아르바이트생”
我住在學生宿舍
- 72 -

Wǒ zhù zai xuesheng sushe.
나는 학생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404.

405.

下午在圖書館看書
Xiawǔ zai tushuguan kan shu.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봅니다.(공부합니다)
什么時候放暑假?
Shénme shíhou fang shujia?
언제 여름방학을 합니까?
추가어휘 : “寒假(hanjia) 겨울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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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406.

407.

408.

409.

410.

星期三考試
Xīngqīsan kaoshì.
수요일에 시험을 칩니다.
期末考试考三门
Qīmȯ kaoshì kao san men.
기말고사는 세과목을 칩니다.
추가어휘 : “期中考(qīzhong kao) 중간고사”
考得怎么样?
Kao de zěnmeyàng?
(시험을) 어떻게 쳤습니까?
考得还可以
Kao de hai keyǐ.
(시험을) 괜찮게 쳤습니다.
笔试、口试都有
Bǐshì、koushì dou you.
필기시험, 구술시험 다 있습니다.

昨晚开夜车了
Zuó wan kaiyechē le.
어제 밤은 밤을 샜습니다.
추가어휘 : “熬夜(aoye)”도 “밤을 새다”라는 뜻이다. “昨晚”은 “昨天晚
上(zuotian wanshang)”의 준말이다.
411.

412.

題目有点儿难
Tímù youdianr nan.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추가어휘 : “容易(rongyì)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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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413.

414.

415.

416.

417.

418.

圖書館几点開門?
Tushuguan jǐ diǎn kaimen?
도서관은 몇 시에 엽니까?
추가어휘 : “關門(guanmen) 문을 닫다”
这本是畅销書
Zhè běn shì chàngxiāo shū.
이 책이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借期是一个星期
Jièqī shì yí ge xīngqī.
대출기간은 일주일입니다.
可以续借
Kěyǐ xù jiè.
계속 빌려도 됩니다.
找什么书?
Zhao shenme shu?
무슨 책을 찾습니까?
在閱览室請安静点儿
Zai yuèlǎnshì qǐng anjìng diǎnr.
열람실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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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419.

420.

421.

422.

423.

424.

毕业以后打算去中国留学
Bìyè yǐhòu dǎsuàn qù Zhōngguó liúxué.
졸업한 후에 중국으로 유학 갈 예정입니다.
來中国的目的是學習漢語
Lai Zhōngguó de mudì shì xuexí Hanyu.
중국에 온 목적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함이다.
我想申请你们学校
Wǒ xiang shenqǐng nǐmen xuexiao.
나는 귀 학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可以申请奖学金
Keyǐ shenqǐng jiangxuejīn.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边打工边学习
Bian dagong bian xuex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去听留学说明会
Qù tīng liuxué shuomíng huì.
유학설명회 들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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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즈니스
1. 사무기기 이용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我能和李先生通個电话吗?
Wǒ néng hé Lǐ xiānsheng tōng ge dianhuà ma?
이 선생님과 통화 할 수 있을까요?
我怎么跟您联系?
Wǒ zěnme gēn nín liánxì?
내가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抱歉! 我打错电话了
Baoqian! wǒ dǎ cuò dianhuà le.
죄송합니다! 내가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发电子邮件给我
Fā diànzi yóujiàn gěi wǒ.
나에게 메일을 발송해주세요.
发来的传真已经看到了
Fālái de chuánzhēn yǐjīng kàndào le.
보내온 팩스는 이미 받아 보았습니다.
接到我們发的传真了吗?
Jiē dào wǒmen fā de chuánzhēn le ma?
우리가 발송한 팩스를 받았습니까?
這些文件各打印兩份
Zhexiē wenjian gè dayìn liang fen.
이 서류들을 각각 두 부씩 출력하세요.
추가어휘 : “打印機(dayìnjī) 프린터기”
给我複印十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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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i wǒ fuyìn shí zhang.
나에게 10장 복사해주세요.
추가어휘 : “復印機(fuyìnjī) 복사기”,
433.

用一下扫描儀, 行吗?
Yong yíxià saomiaoyí, xíng ma?
스캐너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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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印(yǐngyìn) 복사하다.”

취업 & 면접
恭喜你通过了面试
Gōngxǐ nǐ tōngguò le miànshì.
면접에 통과한 것을 축하합니다.
추가표현 : 면접을 참가할 때 “我要參加面试 (Wǒ yao canjiā
miànshì.)”라고 하면 된다.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你希望在哪一个部门工作?
Nǐ xīwàng zài nǎ yí ge bùmén gōngzuò?
당신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你想从事哪種行业?
Nǐ xiang congshì nǎ zhong hangye?
당신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자 합니까?
我正在找工作
Wǒ zhengzai zhao gōngzuò.
나는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你是哪所大学毕业的？
Nǐ shì nǎ suǒ daxué bìyè de?
당신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外语水平怎么樣?
Waiyǔ shuǐpíng zenmeyang?
외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请你自我介绍一下
Qǐng nǐ zìwǒ jieshao yíxia.
자신을 소개해보세요.
我取得了新HSK6级
Wǒ qudé le xīn HSK liù j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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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HSK 6급을 취득했습니다.
442.

443.

444.

445.

446.

我最大的优点是有责任感
Wǒ zuìdà de youdian shì you zerengan.
나의 최대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请谈谈你对我公司的看法
Qǐng tantan nǐ duì wǒ gongsī de kanfa.
우리 회사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你有什么资格证书？
Nǐ you shénme zīgé zhengshu?
당신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你有工作经验嗎?
Nǐ you gongzuò jīngyan ma?
당신의 업무 경험이 있습니까?
爲什么報考我們公司?
Weishénme baokao women gongsī?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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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 무역
447.

办公室里有七个同事
Bàngōngshì li yǒu qī ge tóngshì.
사무실에는 일곱 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会议什么时候结束?
Huìyì shénme shíhou jiēshù?
회의는 언제 마칩니까?
449. 欢迎你访问我们公司
Huānyíng nǐ fǎngwèn wǒmen gōngsī.
우리 회사를 방문해신 것을 환영합니다.
448.

450.

451.

다.
452.

453.

454.

有什么意见請提出来
Yǒu shénme yìjiàn qǐng tíchūlai.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주십시오.
经理不在, 有什么事请跟我说
Jīnglǐ bú zài, yǒu shénme shì qǐng gēn wǒ shuō.
사장님은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씀하세요.
추가어휘 : 중국에서 회장이나 대표이사를 “總经理(zongjīnglǐ)”라고 한
總经理出差了
Zongjīnglǐ chūchāi le.
회장님은 출장 가셨습니다.
最近公司很忙, 常常加班
Zuìjìn gōngsī hěn máng, chángcháng jiābān.
최근 회사가 바빠서 자주 초과근무를 합니다.
這是我的名片, 请多指敎
Zhè shì wǒ de míngpian, qǐng duō zhǐj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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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나의 명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55.

今天去參觀工廠
Jīntian qù canguan gongchang.
오늘 공장을 견학하러 갑니다.

現在我们來签(署)合同
Xianzai wǒmen lai qianshǔ hétong.
지금 우리 계약서를 체결합시다.
추가어휘 : 계약서를 “合同”이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하며, 계약을 체결
하다는 말은 “签(署)合同”, “签約(qianyue)”이라고 한다. “서명하다”, “사인하
다”는 “签名(qiānmíng)”또는 “签字(qiānzì)”라고 한다.
456.

457.

458.

459.

460.

461.

462.

这是最优惠价
Zhè shì zuì yōuhuìjià.
이것은 최고 우대가격입니다.
对我们的产品有什么看法?
Duì wǒmen de chǎnpǐn yǒu shénme kànfǎ?
우리 상품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能不能分期付款?
Néng bu néng fēnqī fùkuǎn?
분할 지불이 가능합니까?
我们现在订货
Wǒmen xiànzài dìnghuò.
우리는 지금 주문하겠습니다.
貴公司什么时候能交货?
Guì gongsī shénme shíhou néng jiāohuò?
귀사는 언제 상품을 인도해줄 수 있습니까?
今年推出了新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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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63.

464.

465.

466.

467.

468.

469.

Jīnnián tuīchū le xīn chǎnpǐn.
올해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추가어휘 :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상품을 “畅销货(chàngxiāo huo)”라고
这是样品, 請你看一下
Zhè shì yàngpǐn. qǐng nǐ kàn yíxià
이것이 샘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这位是中国贸易公司的王部長
Zhè wei shì zhongguó maoyì gōngsī de Wang buzhang.
이 분은 중국무역회사의 왕부장입니다.
用美元还是用人民币付款?
Yòng měiyuán háishì yòng rénmínbì fùkuǎn?
달러로 지불하겠습니까? 아니면 인민폐로 지불하겠습니까?
추가어휘 : “韓币(hanbì) 한국 돈”, “美元 달러”, “人民币 중국 돈”
我是韩中贸易公司的金世明科长
Wǒ shì Hánzhōng màoyì gōngsī de Jīn Shìmíng kēzhǎng.
나는 한중무역회사의 김세명 과장입니다.
非常抱歉, 不能接受你们的意见
Fēicháng bàoqiàn, bù néng jiēshòu nǐmen de yìjiàn.
매우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의견을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邀請你參加貿易博覽會
Yaoqǐng nǐ canjiā maoyì bolanhuì.
무역박람회 참가를 요청합니다.
這是一份邀請書
Zhè shì yí fen yaoqǐngshu.
이것은 초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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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471.

472.

473.

474.

475.

476.

希望我们的合作圆满成功
Xīwang women de hezuò yuanman chenggong.
우리의 협력이 원만하게 성공하길 바랍니다.
我是出口部的職員, 請多指敎
Wǒ shì chukou bù de zhíyuan, qǐng duō zhǐjiao.
나는 수출부 직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我方供应进口货
Wǒ fang gongyìng jìnkou huo.
우리 측은 수입품을 공급합니다.
谢谢贵方合作
Xiexie guì fang hezuo.
귀사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我公司经营机械進出口業務
Wǒ gōngsī jīngyíng jīxiè jìnchukou yewu.
우리 회사는 기계 수출입 업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總公司在首爾, 分公司在大田
Zong gōngsī zai Shouer, fen gōngsī zai Datian.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跟客戶約好下午5點見
Gen kehù yuē hao xiawǔ wǔ dian jian.
고객과 오후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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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격언 & 속담
477.

478.

479.

不怕慢, 就怕站
Bú pà man, jiù pà zhan.
느릴 것 보다, 멈추는 것이 두렵다.
有志者事竞成
Yǒu zhì zhě shì jìng chéng.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보충설명 : 직역하면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을 성취한다.”이다.
千里之行, 始于足下
Qiān lǐ zhī xíng, shǐ yú zú xi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百闻不如一见
Bǎi wén bùrú yí jiàn.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보충설명 : 「A + 不如 + B」구조의 비교문으로 “A는 B만 못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480.

481.

482.

483.

一寸光阴一寸金
Yí cùn guāngyīn yí cùn jīn.
시간이 금이다.
胖子不是一口吃的
Pàngzi bú shì yì kǒu chī de.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보충설명 : 직역하면 “뚱보는 한 술 먹어서 될 수 없다.”
유사표현 : “一口吃不成胖子 (Yì kǒu chī bu cheng Pàngzi.)”
天下无难事, 只怕有心人
Tiānxià wú nánshì, zhǐ pà yǒu xīn rén.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다. 단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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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江山易改, 本性难移
Jiāngshān yì gǎi, běnxìng nán yí.
강산은 잘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

说曹操, 曹操就到
Shuō Cáocāo, Cáocāo jiù dào.
호랑이도 재 말하면 온다.
보충설명 : 직역하면 “조조를 말하면 바로 조조가 온다.”인데, 중국에서
조조는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다.
485.

486.

487.

488.

489.

490.

491.

虎死留皮, 人死留名
Hǔ sǐ liú pí, rén sǐ liú míng.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恭敬不如从命
Gōngjìng bùrú cóngmìng.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공경 하는 것보다 낫다.
人不可貌相
Rén bù kě mào xiàng.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无风不起浪
Wú fēng bù qǐ làng.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보충설명 : “바람이 없으면 파도도 일지 않는다.”이다.
火上加油
Huǒshang jiā yóu.
불 난 집에 부채질하다.
보충설명 : 직역하면 “불에 기름 붓기.”이다.
不入虎穴, 焉得虎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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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ú rù

hǔxué, yān dé hǔzǐ.
범의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범을 잡을 수 있겠는가.
492.

493.

494.

名师出高徒
Míng shī chū gāo tú.
그 스승에 그 제자다.
보충설명 : 직역하면 “명성이 높은 스승에게 유능한 제자가 난다.”이다.
善有善报, 恶有恶报
Shàn yǒu shàn bào, è yǒu è bào.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보답을 받는다.
在家靠父母, 出外靠朋友
Zai jiā kao fumu, chū wai kao pengyou.
집에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밖에서는 친구를 의지하다.

便宜无好货, 好货不便宜
Pianyi wú hao huo, hao huò bù pianyi.
싼 것은 좋지 않고, 좋은 것은 싸지 않다.
유사표현 : “一分钱一分货 (Yì fēn qián yì fēn huò.) 그 돈만큼의 값어
치가 있다.” 즉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뜻이다.
495.

活到老, 學到老
Huo dao lao, xué dao lao.
늙어서 까지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
497. 不听老人言 , 吃亏在眼前
Bù tīng lǎorén yán, chīkūi zai yan qian.
어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 손해를 본다.
496.

498. 學無止境
Xué wú zhǐjìng.
배움에는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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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500.

拍马屁
Pāi mǎpì.
아첨하다. (비위를 맞추다.)
对牛弹琴
Duì niú tánqín.
쇠귀에 경 읽기.
보충설명 : 직역을 하면 “소에게 금(악기)을 타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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