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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사유리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사유리: 어 지훈 씨, 짂짜 이게 얼마만이에요! 읷볷에서 보고 6개월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요즘 핚국 가방 디자읶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서 

읷하고 있어요 

지훈: 그럼 잠깐 커피 핚 잔 하면서 얘기 좀 해요? 괜찮아요? 

사유리: 그럼요, 어디로 갈까요? 저기 길 걲너에 괜찮은 커피숍 있어요 

지훈: 그래요. 그 커피숍에 자주 갔어요? 

사유리: 네,  커피숍에서 직접 커피도 볶고 가격도 저렴해요. 이쪽으로 가요 

                  ------------------------------- 잠시 후-------------------------------  

지훈:  조금 더 읷찍 알았으면 자주 만났을텐데.. 회사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사유리: 처음에는 다른 문화에 익숙해지는게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시갂이 

지나니까 적응이 됐어요. 아직도 적응하는 중이에요.. 지훈 씨는 뭐하고 

지냈어요? 

지훈: 저도 얼마젂에 컴퓨터와 관련된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 들어갂지 

이제 핚 5개월 정도 됐어요 

사유리: 그럼 읷볷에서 돌아와서 바로 취직했네요? 



FRESHKOREAN  읽기 짱! (ILKKI JJANG)   - 직장인들의 이야기 
Advanced Level 

(고급레벨) 

 

This PDF story is for anyone studying Korean. It is written exclusively by Fresh Korean. 
It is not allowed to reproduced or copied.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freshkorean.com or fb.com/freshkorean. ○C  Fresh Korean 

지훈: 네, 읷볷에 있는 회사에서 읷자리가 있다고 같이 읷해 본 생각없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부모님이 핚국에서 읷하는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핚국에 돌아왔어요 

사유리: 지훈 씨가 읷하는 회사는 어때요? 외국계 회사는 아니죠? 

지훈: 핚국 회사예요.. 저도 3개월이나 지났는데 회사원으로 사는게 

어려워요 하하 

사유리: 맞아요, 학생 때는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만났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부터 시갂도 없고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지훈: 저도요! 매읷 아침 읷찍읷어나는 것도 아직 힘들고 상사핚테도 잘 

보여야하고..휴… 부모님 말씀이 짂짜 맞아요. ‘돈 벌기 참 힘들다’는 말이요 

사유리: 그걲 짂짜 맞아요. 돈 벌어도 돈 쓰기도 어려워요 

지훈: 그럼요, 돈 낭비 안 하고 쓰는 것도 어렵죠 

사유리:  회사에서 뭐 힘든점은 없어요? 

지훈: 특별히 힘든점은 없는데 출퇴근이 조금 힘들어요 

사유리: 왖요? 회사가 집에서 많이 멀어요? 

지훈: 네.. 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왕복 2시갂 걸려요 

사유리: 아~ 2시갂이면 조금 많이 걸리네요 

지훈: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에서 잠만 자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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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그렇죠.. 그렇게 매읷 출퇴근하면 많이 피곤하죠 

지훈: 그리고  커피랑 에너지 드링크도 저랑 같이 출퇴근해요 하하 

사유리: 아 정말요? 하하하 요즘에 학생들이랑 직장읶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너무 많이 마신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지훈: 저희 부서에도 같이 입사핚 동료들이 많이 마셔요 

사유리: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마시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대요.. 그리고 밤에 잠 못 잘수도 있어요 

지훈: 네! 알겠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사유리 씨는 회사에서 힘든 

읷이나 불만 없어요? 

사유리: 저도 특별핚 읷은 없는데 핚국읶 동료들이 쓰는 유행어를 잘 

몰라서 가끔씩 힘들어요  

지훈: 예를 들면요? 

사유리: 동료가 직딩? 직딩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물어봤었어요 

지훈: 아~ 직딩. 직장읶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어의 슬랭처럼 직장읶을 

‘직딩’이라고 불러요.. 뭐 ‘초딩’은 초등학생, ‘중딩’은 중학생.. 이렇게요 

사유리: 아~ 하하하 귀엽네요. 초딩,중딩…  

지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갂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내읷 또 출근해야 

하는데 어서 집에 들어가요. 다음에 또 만나서 차 핚 잔 해요! 

사유리: 그래요!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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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취직하다 to get/find a job 외국계 회사 foreign-affiliated company 

 자주 often 회사원, 직장읶 office worker 

회사 생활 office life 상사 (one’s) superior/ boss 

익숙해지다 acclimatize 낭비 waste 

어색하다  feel awkward 출퇴근 commute 

적응하다 settle in 왕복 both ways 

회사에 들어가다 enter a company 부서 department/ division 

읷자리 job/ work 입사하다 join/ enter a company 

불만 dissatisfaction 유행어 buzzword 

 

*생각해봅시다 

○1  사유리와 지훈은 핚국에서 만나기 젂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2  사유리는 어떤 회사에 취직했습니까? 

○3  지훈은 어떤 회사에서 읷을 하고 있습니까? 

○4  사유리는 핚국 회사에서 어떤점이 힘들다고 했습니까? 

○5  지훈은 회사로 출퇴근 하는 것이 왖 힘들다고 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