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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Korean 읽기 짱! (Ilkki jjang!)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미진: 주석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2013 년 1 월 1 일 이에요! 

주석: 네, 드디어 2013 년 이네요. 미진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진: 새해인데, 주석 씨는 소원 빌었어요?  

주석: 그럼요, 새해인데 당연히 소원 빌어야죠. 

미진: 무슨 소원 이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님 여자친구 생기는 소원? 

인가요? 

주석: 아니에요, 미진 씨. 음...2013 년이 뱀의 해 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미진: 알고 있죠. 뱀의 해, 계사년이죠! 그렇죠? 

주석: 네. 제가 좀 연약해 보여서 그런지 이번에는 뱀처럼 민첩하고 강한 

이미지로 바꿔보고 싶어요. 

미진: 뱀처럼 강한 이미지라... 와~ 변신한 모습 꼭! 기대할께요. 또 다른 

소원은 없어요? 

주석: 올 해도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달라고 빌었어요. 

미진 씨는요? 

미진: 저도 주석 씨랑 똑같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죠.  

주석: 그렇군요.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만큼 중요한 건 없죠. 

사자성어로 '가화만사성' 이란 말이 있잖아요. 혹시 미진 씨도 그 말 뜻을 

알죠? 

미진: 아... 들어본 거 같은데 까먹었어요.아… 뭐였지… 

주석: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미진 씨, 힌트 줄까요?  

미진: 아…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석 씨가 시원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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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네, 좋아요. 가화만사성의 뜻이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라는 말이에요.  

미진: 아, 맞다! 에구…그 말을 들으니 이제서야 기억이 나는것 같아요. 

주석: 이제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두세요. 

미진: 고마워요! 이제 안 까먹고 잘 기억할께요. ‘가.화.만.사.성’ 집안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맞죠? 

주석: 네 맞아요! 미진 씨 정확히 이해했어요. 똑똑한데요? 하하하 

미진: 뭘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아 근데 몇일 전에 미국인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었는데요.. 

주석: 이야~ 미진 씨, 미국인 친구도 있었어요? 멋진데요? 

미진: 그게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친구가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였는데요.. 이름이 제시카에요. 그 친구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서 친해졌어요. 

주석: 아 그래요? 그 친구는 잘 지내요? 

미진: 네, 아주 잘 지낸대요. 저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궁금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주석: 멋진 친구네요! 새해에 먼 미국에서 편지도 보내오고… 

미진: 네, 맞아요! 제 주변에 보통 친구들 보다 저한테 더 잘해주는 

친구예요..그런데요, 새해에는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주석: 그렇죠. 그게 한국사람의 방식이죠. 

미진: 네,근데 그 미국인 친구가 편지에  그 '복' 자가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혹시 주석 씨는 알아요? 

주석: 네, 알고 있죠. 미진 씨가 한자에는 약한가 보네요.  

미진: 네..제가 중학생 때부터 한자를 어려워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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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저도 그랬어요. 한자는 외우기 정말 힘들어요.. 

미진: 저는 한자를 열심히 외워도 자꾸 까먹으니까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주석: 저는 요즘도 매일, 하루에 한자 단어 20 개씩 외우고 있거든요. 

미진: 와~ 주석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주석: 하하하.. '복'자 뜻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자 얘기에 

집중했네요. '복' 이라는 뜻은 어떤 행운이나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미진: 아 그럼, 새해에 좋은 행운, 행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이 되는군요. 

주석: 이제 그 미국인 친구에게 답장 쓸 때 꼭 그 뜻을 알려주면 

되겠네요. 

미진: 네, 주석 씨 덕분에 한결 쉬워졌어요. 고마워요!  

주석: 고맙긴요.. 또 한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미진: 음… 그래도 되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주석: 그럼 미진 씨도 한자 단어 좀 외워보는게 어때요? 

미진: 글쎄요..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주석: 아무래도..힘들겠죠? 하하.. 농담이에요,미진 씨. 

미진: 아 또 생각난게 있는데요.. 

주석: 네, 얘기해보세요. 뭔데요? 

미진: 그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는 새해에 무얼하는지 궁금해 

하더라구요. 

주석: 음…새해에 하는 행사? 그런거 말하는 거죠? 

미진: 네, 맞아요. 어떤걸 얘기해줘야 하는지 고민이 되서요.. 

주석: 뭐 새해행사에 관한 거라면 여러가지가 있죠.. 설날에 먹는 떡국, 

만두 빚기, 새배하기, 전통놀이 등등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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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 네! 진짜 여러가지가 있네요. 주석씨라면 그 중에서 어떤걸 

얘기할거 같아요? 

주석: 저라면… 그냥 다 얘기해줄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두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를 알려주면, 그 미국인 

친구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진: 듣고보니 주석 씨 말도 맞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주석: 그럼 어떻게 얘기할건지 생각해 보는게 어때요? 

미진: 음.. 그럼 이걸 잘 한 번 들어보세요.  

 

 

 

 

 

 

 

 

 

 

 

 

 

 

 

 

 

 

 

 

 

 

 

 

 

제시카에게 

안녕, 제시카. 잘 지내고 있지? 편지 정말 고마워! 

니가 써 준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뻤어. 회사생활은 잘 하고 있지? 

나도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틈틈히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있어. 

아 참,  새해 복 많이 받아! 너의 가족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빌께. 

한국에서는 새해를 설날이라고 부르는데, 이 때에는 한복을 입고 이른 아침부터 

조상님께 차례를 올려.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떡국을 함께 먹어. 우리 예전에 떡국 같이 

먹었잖아.. 기억나지? 떡국을 먹고 난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새배를 드리고 

새뱃돈을 받기도해. 어때? 너무 많지? 하하.. 

내년 새해에는 한국에 와서 설날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 

몸 건강하고 잘 지내! 또 편지 보낼게. 

미진이가.  

2013년 1월 1일 

 



freshkorean.com  December 2012 

fb.com/freshkorean  © Fresh Korean Institute 

주석: 이야~ 그 정도면 미국인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미진: 그래요? 정말 괜찮아요? 

주석: 네, 그대로 그냥 편지 보내도 괜찮겠네요. 미진 씨, 편지 잘 

쓰는데요? 

미진: 아니에요~ 사실 어렸을 때 부터 친구들과 편지를 많이 주고 

받아서 제가 편지 쓰는 걸 좋아해요. 

주석: 와~ 그거 낭만적이네요.  

미진: 제가 언제 한 번 주석 씨한테 편지 써서 드릴께요. 괜찮죠? 

주석: 저야 좋죠! 언제 써줄거예요? 기대할께요. 

미진: 기대하셔도 좋을거예요. 제 글 쓰는 솜씨 한 번 제대로 

보여드릴께요. 

주석: 말만 들어도 기대가 되네요.. 어,미진 씨랑 얘기하느라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미진: 그러게요. 새해 인사만 한다는게 이렇게 길어졌네요. 주석 씨,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주석: 미진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는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하자구요. 

미진: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조심히 가세요. 

주석: 미진 씨도요! 다음에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