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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를 잡으면 
고득점이 보인다!
6급 출제 포인트를 

빈틈없이 공략!

메이화 지음

新 全功略전공략

HSK 6급 VOCA

新HSK 6급 유형 맞춤 어휘집

VOCA를 잡으면 
고득점이 보인다!
6급 출제 포인트를 

빈틈없이 공략!



DAY 01

성공의 비결은
의지와 끈기!

0001~0050

샤오후이는 가장 총명한 학생도 아니고, 기억력记性이 가장 좋지도 

않지만, 매번 시험성적은 훌륭하다优异. 모든 사람들이 시험기간에 밤

을 새며熬夜 공부하는데, 샤오후이는 평상시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이 샤오후이에게 시험 비법을 전수传授해달라고 하지만, 샤오후

이는 “내가 무슨 비법이 있겠니, 그냥 매 학기 때 목표를 확실히 세우

고确立, 자세한 계획을 짜. 그리고 계획에 맞춰 공부할 뿐이야”라고 

답할 뿐이다. 

꼭 가장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의지毅力가 

있어야 하며, 무슨 일이든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持之以

恒. 벼락치기临时抱佛脚는 잠깐은 효과가 있지만, 최후에는 웃을 수 

없다.

단어를 이용해 직접 작문해 보고,
13쪽의 모범 답안을 확인하세요.

학습

단어 맛보고,  
작문까지 술~술!



명  어휘, 용어

丰富的词汇 풍부한 어휘 | 词汇量 어휘량 | 科技词汇 과학기술용어

写出好的文章需要丰富的词汇。
좋은 문장을 쓰려면, 풍부한 어휘량이 필요하다.

이합  도착을 알리다

开学报到 개학을 알리다 | 报到日 도착 보고일

今天是开学第一天，学生们都来学校报到。
오늘은 개학날이라 학생들이 모두 학교로 와서, 등교했음을 알렸다.

명  제자, 도제

收徒弟 제자를 받다 | 师傅和徒弟 선생님과 제자 | 师生关系 스승과 제자 관계

名师们认为找到一位好徒弟比找到一位好师傅更难。
유명한 선생님들은 좋은 제자를 찾는 것이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여긴다.

명  기교, (예술, 공예, 체육 등의 방면에서의) 교묘한 기능 또는 기술

表演技巧 연출 기교 | 高超的技巧 뛰어난 기교 | 社交技巧 사교 기술

蜻蜓被誉为“飞行之王”，它的飞行技巧远远高于飞机。
잠자리는 ‘비행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비행 기술이 비행기보다 훨씬 뛰어나다.

✽ 蜻蜓 qīngting  잠자리 | 被誉为… bèiyùwéi… ~라고 칭송받다

명  모범, 본보기

学习的榜样 배울만한 본보기 | 做出榜样 모범을 보이다 | 

以…为榜样 ~을 본보기로 삼다

榜样的力量是无穷的。
본보기의 효력은 무한한 것이다.

0001

0002

0003

0004

0005

新HSK 6급 기본어휘 

词汇 
cíhuì

报到
bào dào 

徒弟 
túdì

同  弟子 dìzǐ 

反  师傅 shīfu 

师父 shīfu

技巧
jìqiǎo

同  技术 jìshù  

技艺 jìyì  

技能 jìnéng

榜样
bǎngyàng

同  模范 mófàn  

楷模 kǎimó

청취 영역에서 报到와 报道의 뜻을 혼동하지 말자

报道   방송  

 新闻报道 뉴스 보도 | 书面报道 서면 보도

  보도하다

 报道消息 소식을 보도하다 | 报道新闻  뉴스를 보도하다

HSK 포인트

HSK 학습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난이도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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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0



智力
zhìlì 

同  脑力 nǎolì 

反  体力 tǐlì

名次
míngcì

高考
gāokǎo 

科目
kēmù

联想
liánxiǎng 

명  과목, 항목 (주로 학술·장부 등에 관한 것을 가리킴) 

教学科目 수업 과목 | 研究科目 연구 과목 | 考试科目 시험 과목

“诗”是唐代科举考试的考试科目之一。
시는 당나라 과거시험에서 시험 과목 중 하나이다.

명  연상  동  연상하다

联想起 ~를 연상케 하다 | 丰富的联想 풍부한 연상 | 善于联想 연상에 능숙하다  

散文既要求联想丰富，又要求联想的种种材料必须
受中心思想的制约。
산문은 연상이 풍부해야 하며, 또한 여러 소재는 중심 사상의 제약을 받아

야 한다. 

✽ 制约 zhìyuē  제약하다

명  지능, 지력

智力商数 지능지수(IQ) | 智力测验 지능 검사 | 开发智力 지능을 개발하다

玩具对开发智力有极大的作用。
장난감은 지능을 개발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명  순위, 서열 

取得名次 석차를 얻다 | 好名次 좋은 성적 | 排名次 서열을 배정하다

他在这届冬奥会中取得了较好的名次。
그는 이번 동계 올림픽대회에서 비교적 좋은 순위를 차지했다. 

명  중국 대학입학시험 (高等学校招生考试의 약자) 

高考改革  입시개혁 | 高考制度   입시제도 | 高考成绩   입학시험 성적

中国1977年恢复了高考招生考试制度。
중국은 1977년 대학입학시험 제도를 부활시켰다.

0006

0007

0008

0009

0010

쓰임새와 용법까지  
꼼꼼히~ 

200% 정복

高考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라 대입 시험이며 高校는 고등학교가 아

니라 고등 교육 기관, 즉 대학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中考라 한다.

HSK포인트

전공략 新HSK 6급 VOCA4



熬
áo

必要
bìyào 

色彩
sècǎi 

譬如
pìrú

同  比如 bǐrú

0011

0012

0013

0014

新HSK 6급 필수어휘 

동  예를 들다

中国西南地区生活着很多少数民族，譬如彝族，白
族等，都具有独特的民族文化。
중국 서남지역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이족, 백족 등 

모두 독특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

✽ 彝族 Yízú  이족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

명  1. 색  2. 성향  3. 분위기

色彩鲜明 색이 선명하다 | 浓厚的理想主义色彩 강한 이상주의적 성향

众多传说使这个地方具有浓厚的神秘色彩。
이 지역은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전설 덕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짙다. 

동  참다, 견디다

熬夜 밤새우다 | 熬到天亮 날이 밝을 때까지 지새우다 | 熬过来 견뎌내다

他们穿上洁白的衬衣和短裤在沙漠上行走，顿时感
觉酷热难熬。
그들은 사막에서 흰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걷다보니, 순식간에 더워져서 견

딜 수가 없었다.

명  필요  동  필요로 하다 

必要时 필요할 때 | 必要的措施 필요한 조치 | 没有必要  필요없다

必要时, 我们可以献出自己的所有财产。 
필요 시에 우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할 수 있다. 

독해 영역에서 必要, 必然, 必须, 必需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자

① 必然  필연   필연적이다

 历史发展的必然结果 역사 발전의 필연적 결과

② 必须  기필코, 반드시

 你必须去。당신은 반드시 가야 한다.

③ 必需  반드시 필요하다  

 必需는 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HSK포인트

정답을 고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도 No.1 어휘

熬夜는 일반적인 ‘밤새우다’라는 뜻이고, 开夜车은 공부나 일을 하느라 밤을 

새운다는 의미이다. 

HSK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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模式
móshì

差距
chājù

同  距离 jùlí

尝试
chángshì

同  试图 shìtú

0017

0018

0019

동  배치하다, 할당하다

布置房间 방을 배치하다 | 布置作业 숙제를 내다 | 布置任务 임무를 할당하다

老师布置了很多家庭作业。
선생님은 많은 숙제를 내 주셨다.

명  부, 재산

精神财富 정신적 재산 | 宝贵的财富 소중한 재산 | 一笔财富 (일정한 양의) 재산

宗教壁画体现出来的高超艺术技巧，是人类宝贵的
艺术财富。
종교 벽화에서 구현된 뛰어난 예술 기교는 인류의 소중한 재산이다.

✽ 壁画 bìhuà  벽화

명  차이 

缩小差距 차이를 좁히다 | 贫富差距 빈부차이 | 拉大差距  차이가 벌어지다

中国的教育方式和理念与西方国家还有一些差距。
중국의 교육방식과 이념은 서양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동  시도하다, 시험해 보다

勇于尝试 용감하게 시도하다 | 大胆的尝试 대담한 시도 | 

尝试任务 임무를 시도하다

学生们应该尝试富有挑战性的工作。
학생들은 도전적인 일을 반드시 시도해보아야 한다.

명  방식, 모델 

管理模式 (기업) 경영방식 | 固定的模式 고정된 방식 | 发展模式 발전모델

我们的连锁店都有统一的装修风格和管理模式。
저희 체인점은 동일한 인테리어와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装修 zhuāngxiū  인테리어

财富
cáifù

0016

布置
bùzhì

同  安排 ānpái 
部署 bùshǔ

0015

差别는 내용이나 형식상의 차이 자체를 강조하고, 差距는 差异와 동의어이며 

사물간의 다른 정도를 강조한다.   

HSK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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确立
quèlì

更新
gēngxīn

含义
hányì

同  意义 yìyì  
意思 yìsi  

涵义 hányì 
内涵 nèihán 

0021

0022

课题
kètí

通用
tōngyòng

0023

0024

0025

동  답변하다 

法庭答辩 (법정) 변론 | 论文答辩  논문 구술심사 

论文答辩时很容易紧张，一紧张就容易出错。
논문 구술심사를 할 땐 긴장을 많이 하는데, 한번 긴장했다 하면 실수하기

가 쉽다. 

동  세우다, 확립하다

确立目标  목표를 세우다 | 确立关系  관계를 수립하다 | 

确立制度  제도를 확립하다

他确立了人生的目标。 
그는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웠다.

동  갱신하다 

技术更新 기술 혁신 | 更新速度 혁신 속도

我这个人十分重视技术更新。
나는 기술 혁신을 아주 중시한다.

명  속뜻, 함의, (단어나 문장 등에서 포함하는) 의미

深刻的含义 깊은 뜻 | 不同的含义 서로 다른 속뜻 | 特殊的含义 특별한 함의

鲸鱼能发出62种不同的声音，而且这些声音有着不
同的含义。
고래는 62가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 소리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갖

고 있다.

✽ 鲸鱼 jīngyú  고래

명  (연구나 토론의 논점, 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 프로젝트

重大课题 중대한 과제 | 研究课题 연구 과제 | 科研课题 과학 연구 프로젝트

防止土地沙漠化是一个重大课题。
토지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이다. 

동  통용되다, 사용되다

国际通用标准 국제 통용 표준 | 通用语言 통용 언어 | 通用货币 통용 화폐

英语是国际通用语言。
영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이다. 

答辩
dábiàn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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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매우 크다

规模庞大 규모가 매우 크다 | 庞大的组织 거대한 조직

对我来说，整理词汇是一项庞大的工程。
내 경우를 말하자면, 어휘 정리는 방대한 프로젝트이다.

동  (오랜 시간) 담그다, 잠그다

浸泡药材 약재를 물에 담그다 | 浸泡在水里 물에 담그다

他整天浸泡在书本里， 现实世界发生的事情他毫不
关心。
그는 종일 책에 빠져 있느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엔 조금도 관심이 없다.

형  튼튼하다, 견고하다

基础扎实 기초가 튼튼하다 | 扎实的基本功 튼튼한 기본기  

十年的学习就让他打下了扎实的基础。
10년 동안의 학습은 그가 튼튼한 기초를 세우도록 했다.

동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하다, 배합하다 

饮食搭配 음식 조합 | 色彩搭配 색 배합 | 荤素搭配 육류와 야채의 조화

长寿的秘诀就是合理搭配饮食。
장수의 비결은 고른 음식섭취이다. 

형  잘 어울리다, 걸맞다

他们两个一个太胖，一个太瘦，怎么看也不搭配。
그 두 사람은 하나는 뚱뚱하고, 하나는 너무 말라서 아무리 보아도 잘 어울

리지 않는다. 

   

동  구분하다, 나누다

区分优点和缺点 장단점을 구분하다 | 区分好坏 좋고 나쁨을 구분하다

怎么区分一个人的好与坏？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구분하니? 

区分
qūfēn 

同  区别 qūbié  
辨别 biànbié

0030

搭配 
dāpèi

0029

扎实
zhāshi 

0028

浸泡 
jìnpào

0027

庞大
pángdà

同  巨大 jùdà

0026

区别는 동사와 명사의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중심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 

这两个词有很大的区别。（○） 
这两个词有很大的区分。(×)

HSK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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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2

0033

0034

0035

传授
chuánshòu 

毅力
yìlì

作弊
zuòbì

座右铭
zuòyòumíng

형  우수하다, 특출하다

成绩优异 성적이 우수하다 | 表现优异 표현력이 뛰어나다

在这次考试中，他取得了优异的成绩。
이번 시험에서 그는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동  전수하다, 가르쳐 주다 

传授知识 지식을 전수하다 | 传授秘诀 비법을 전수하다 | 

传授技术 기술을 전수하다

我请他传授一些武术的秘诀。
나는 그에게 무술의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 秘诀 mìjué  비결, 비법

명  의지 

顽强的毅力 완강한 의지 | 惊人的毅力 놀라운 의지 | 

培养毅力 의지를 키우다

成功都需要毅力。
성공은 의지를 필요로 한다.

동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다 

考试作弊 커닝 | 禁止作弊 부정행위를 금지하다

考试禁止作弊。
시험에서 부정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명  좌우명

“细节决定成败”是她的座右铭，也是她成功的秘诀。
“작은 부분이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말은 그녀의 좌우명이며, 또한 그녀의 성공 

비결이다.

0031 优异
yōuyì

同  优秀 yōuxiù 

优异, 优秀, 优美, 优越의 차이를 기억하자

① 优异 ‘특별히 우수하다’는 의미로, 주로 성적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② 优秀 ‘우수하다’는 뜻이며 여러 단어와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优秀的学生 우수한 학생 | 优秀的作品 뛰어난 작품

③ 优美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뜻이며 풍경이나 음악 등을 수식한다.  

 사람을 수식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④ 优越는 조건이나 환경, 지위가 우월하거나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HSK포인트

HSK 출제 포인트를  
쏙쏙!  

실력은 쑥쑥!

DAY 01  9

DAY 01

DAY 02

DAY 03

DAY 04

DAY 05

DAY 06

DAY 07

DAY 08

DAY 09

DAY 10



摸索
mōsuǒ

0040

灵感
línggǎn

0039

挫折
cuòzhé

0036

归纳
guīnà

同  概括 gàikuò 

综合 zōnghé 
总结 zǒngjié

枯燥
kūzào

同  单调 dāndiào 

乏味 fáwèi 

反  生动 shēngdòng

0037

0038

新HSK 6급 고급어휘 

명  좌절, 실패 

 重大挫折 큰 실패 |  遇到挫折 실패를 맛보다 | 挫折感 좌절감

在经历了无数挫折之后, 我们终于成功了。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어내고, 우리는 마침내 성공하였다. 

동  귀납하다, 종합하다 

归纳要点 요점을 종합하다 | 归纳意见 의견을 종합하다

他把大家的发言归纳成了几个要点。
그는 사람들의 발언을 몇 가지 요점으로 종합하였다. 

형  지루하다 

枯燥无味 무미건조하다 | 枯燥单调 지루하고 단조롭다 | 

枯燥的生活 재미없는 생활

他早就厌倦了这种枯燥无味的生活。
그는 이렇게 무미건조한 생활에 싫증이 난 지가 오래다. 

✽ 厌倦 yànjuàn  싫증나다

명  아이디어, 영감 

写作灵感 집필 영감 | 创作灵感 창작 영감 | 设计灵感 디자인 아이디어

这本小说说的灵感来源于一个神话故事。
이 소설의 영감은 신화의 내용에서 얻었다.

✽ 来源于… láiyuányú… ~에서 나오다

동  모색하다, 더듬거리다 

摸索方法 방법을 모색하다 | 摸索经验 경험을 모색하다 | 

他摸索出一套非常实用的教学方法。
그는 아주 실용적인 교습법을 모색해 내었다. 

고득점 연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난이도 최상 어휘

전공략 新HSK 6급 VOCA10



0043

0044

钻研
zuānyán

同  研究 yánjiū

并列 
bìngliè

征服 
zhēngfú

反  屈服 qūfú 

0042

熏陶
xūntáo

0041 동  품성이나 도덕을 가르치다, (좋은) 영향을 끼치다  

环境熏陶 환경의 영향 | 受…熏陶 ~의 영향을 받다.

受父母熏陶，他从小就喜爱读书。
부모의 영향을 받아 그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즐겼다. 

동  깊이 연구하다

钻研科学 과학을 깊이 연구하다 | 刻苦钻研  애쓰고 탐구하다 | 

钻研知识 지식을 연구하다

他经过刻苦钻研，获得了卓越的艺术成就。
그는 각고의 노력으로 깊이 연구하여, 탁월한 예술적 성과를 이루었다.

✽ 卓越 zhuōyuè  탁월하다

동  나란하다, 병렬하다

 并列第一  공동 1위 | 并列冠军  공동 우승

在这次比赛中，两个队并列冠军。
이번 시합에서 두 팀이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동  1. 정복하다  2. 매료시키다

征服敌人 적을 정복하다 | 征服大自然  대자연을 정복하다 | 

征服观众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다

他优美的歌声征服了听众。 
그의 아름다운 노래가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并은 ‘함께, 동시에’라는 뜻이며 여러 단어와 함께 쓰일 수 있다

① 并称 합쳐서 ~라고 일컫다

 后人把唐代著名诗人李白、杜甫并称‘李杜’。 
   후세 사람들은 당(唐)대의 저명한 시인인 이백과 두보를 함께 ‘李杜’라고 

부른다. 

②  并肩 어깨를 나란히 하다 

并肩作战 함께 싸우다

HSK포인트

听众과 观众의 차이점

听众 라디오 방송 청취자 | 观众 TV 시청자

HSK포인트

DAY 01  11

DAY 01

DAY 02

DAY 03

DAY 04

DAY 05

DAY 06

DAY 07

DAY 08

DAY 09

DAY 10

엄선된 기출 예문으로  
HSK 수준의 사고 능력 

업그레이드!



精通
jīngtōng 

攀登
pāndēng

0046

0045

混淆
hùnxiáo

0047

抱负
bàofù

同  志向 zhìxiàng

领会
lǐnghuì

同  领悟 lǐngwù

0048

0049

拼搏
pīnbó 

同  奋斗 fèndǒu

0050

동  정통하다, 통달하다 

精通外语  외국어에 통달하다 | 精通业务  업무에 능숙하다 | 

精通法律  법률에 정통하다 

他精通三门外语。 그는 3개 국어에 정통하다. 

동  오르다

 攀登险峰 험한 봉우리를 오르다 | 攀登科技高峰 과학기술의 최고봉에 오르다

我们要攀登科技高峰，创造更美好的未来。 
우리는 과학기술의 최고봉에 올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동  헛갈리다  

混淆黑白 흑백(옳고 그름)을 헛갈리게 하다 | 混淆不清  뒤섞여서 구분할 수 없다

他们两个人的名字发音差不多，很容易混淆。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발음이 비슷해서 쉽게 헛갈린다.

명  포부 

远大的抱负 원대한 포부 | 实现抱负 포부를 실현하다

年轻人应有远大的抱负。
젊은이들은 원대한 포부가 있어야 한다.

동  깨닫다, 이해하다 

领会深意 깊은 뜻을 이해하다 | 用心领会 마음으로 깨우치다

你要领会文章的深意。
너는 글 속의 심오한 뜻을 깨달아야 한다. 

동  전력을 다해 분투하다

拼搏精神 전력을 다해 싸우는 정신 | 顽强拼搏 완강하게 맞서 싸우다 | 

拼搏到底 끝까지 분투하다

训练培养了学生们顽强的拼搏精神。
훈련은 학생들에게 강한 승부욕을 키워 주었다.

抱负와 발음이 같은 报复, 청취영역에서 순간적으로 혼동하지 말자

报复  보복하다      

他一直找机会报复以前背叛他的人。

그는 줄곧 예전에 그를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HSK포인트HSK고득점!  
풍부한 중국어 구사하기~  

한달음에 팍팍!

전공략 新HSK 6급 VOCA12



小惠不是最聪明的，也不是记性最好的，但每次考试成绩都很

优异。考试期间所有人都熬夜学习，只有小惠看起来和平时没两

样。同学们纷纷请小惠传授考试秘诀。“我哪有什么秘诀啊，”小

惠说，“我只是每个学期一开始就确立一个目标，制定详细计划，

然后每天坚持按照计划学习而已。”

成功的人不一定是最聪明的，但一定是最有毅力的，任何事都

需要持之以恒，临时抱佛脚虽能应付眼前，却很难笑到最后。

模范答案모범 답안

DAY 01  13

DAY 01

DAY 02

DAY 03

DAY 04

DAY 05

DAY 06

DAY 07

DAY 08

DAY 09

DAY 10

VOCA 정복하고, 
작문실력 올리고!



확인학습 DAY 01 0001~0050

1. 	 다음	단어를	중국어로	써보세요.

1) 의지력 

2) 좌우명 

3) 기교 

4) 좌절 

2. 	 다음	단어와	뜻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1) 熬  훌륭하지만 더욱 더 완벽을 추구하다

2) 譬如  중도에 포기하다

3) 精益求精  예를 들다

4) 半途而废  견디다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세요.

优异        必要        优秀        必然        扎实        搭配        挫折

1) 他是一名          的学生，三年来，一直成绩          ，学校决定送他到美国留学。

2) 吃饭时要注意荤素          ，不要总是吃肉。✽  荤 hūn 육식 | 素 sù 채식

3) 遇到          ，我们一定要有战胜它的勇气。

4) 国际化是社会发展的          趋势，因此学习几门外语是很有          的。

5) 你学习时间还太短，基础不太          。

1. 1) 毅力   2) 座右铭   3) 技巧   4) 挫折
2. 1) 熬 견디다   2) 譬如 예를 들다   3) 精益求精 훌륭하지만 더욱 더 완벽을 추구하다   4) 半途而废 중도에 포기하다

3. 1) 优秀, 优异   2) 搭配   3) 挫折   4) 必然, 必要   5) 扎实

정답

전공략 新HSK 6급 보카14

오늘의 학습 분량을  
완벽히 소화했는지  

실력 점검!



新HSK 어휘 내공 쌓기

1. 门外汉 ménwàihàn 문외한이다, 경험이 없다 

对于经商，他完全是个门外汉。
장사에 대해 그는 완전히 문외한이다.

2.  派上用场 pàishangyòngchǎng 도움이 되다, 유용하게 쓰이다

公司准备去俄罗斯投资，他的俄语派上了用场。
회사가 러시아에 투자하는 데 그의 러시아어가 도움이 되었다.

3.  临时抱佛脚 línshíbàofójiǎo  평소엔 향도 안 피우더니 일이 생기니까 부처님 다리를 붙잡는다  

(평소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때가 되니 급하게 서두름을 비유) 

你呀，平时不用功，临时抱佛脚，能考出好成绩吗？
너도 참, 평소엔 열심히 안하고 시험이 다가와서야 급하게 공부하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니?

DAY 01

1. 1. 半途而废 bàn tú' ér fèi 도중에 포기하다 

做事总是半途而废的人，不能成功。
    일을 하다가 곧잘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2.  循序渐进 xún xù jiàn jìn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점차 발전시키다 

培养人才要循序渐进，不能过于着急。 
인재를 기르려면 차근차근 나아가야지, 너무 급히 서둘러서는 안 된다. 

3.  持之以恒 chí zhī yǐ héng 오랫동안 견지하다

很多聪明人不能成功的原因就是他们做事往往不能持之以恒。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을 할 때 진득하게 버티지 못해서이다.  

4.  死记硬背 sǐ jì yìng bèi 덮어놓고 외우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외우려고만 하다

你这样死记硬背，背100年又没有什么用？
너처럼 이렇게 무턱대고 외워대는 게, 100년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니?

5.  精益求精 jīng yì qiú jīng 지금도 훌륭한데 더욱 완벽을 추구하다 

老板要求员工在所有细节上都精益求精。
사장은 직원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더욱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新HSK 관용어 惯用语

新HSK 사자성어 成语

DAY 01

DAY 02

DAY 03

DAY 04

DAY 05

DAY 06

DAY 07

DAY 08

DAY 09

DAY 10

DAY 01  15

청취·독해·작문  
고루 등장! 알면 고수되고,  

모르면 억울하다!



JRC BOOkS

JRC북스에서 내놓는 야심찬 중국어 시리즈,
여러분의 중국어 학습을 책임집니다!

중국어 시리즈

스피킹

실전감각과 실력을 한 단계 높여주는 
회화 실력 다지기

스피킹 중국어 시리즈는 

중국어 회화 입문 수준의 쉬운 회화부터 

고급 수준의 세련된 회화까지 

종합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총 5단계 8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P3 CD 1장 포함   

248쪽 | 16,000원  

MP3 CD 1장 포함   

192쪽 | 각 15,000원  

MP3 CD 1장 포함   

216쪽 | 각 15,000원  

MP3 CD 1장 포함   

200쪽 | 16,000원  

MP3 CD 1장 포함   

216쪽 | 각 16,800원  

6. 10 

출간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단어 하나로 자신의 의사를 엣지있게 전달 할 수 있다!

  상황별 필수 단어 1400은 여기에 몽땅 있다!

  살아있는 예문으로 단어 활용 학습!

  재미있는 만화로 단어와 회화를 동시에 잡는다!

  연습문제로 바로바로 체크하는 반복 학습!

  중국 문화를 알면 단어가 보인다!

중국 현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0개의 상황별 필수 단어 엄선!

麦当劳 Màidāngláo

맥도날드

汉堡包 hànbǎobāo

햄버거

단어만 알아도 회화가 술술~!

www.booksjrc.com

패스트푸드를 
중국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