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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T 3급 공략하기 ★★★ 
- 4weeks -  

 

Part1. 필수공통문제 – 자기소개하기 

 

(모범답안) 

  我来介绍一下。 我叫金文国，黄金的‘金’、文化的‘文’、国家的‘国’。今年四十岁

了。在A公司工作了大概十年了，现在在会计部工作。五年以前公司派我去中国北京工作，

去年冬天回国了。我结婚已经七年了，有六岁的儿子和两岁的女儿。 

  我的爱好是爬山。所以偶尔有时间，我就跟家人一起去爬山。还有最近我越来越喜欢学习

汉语。所以下班以后在公司附近的补习班学习汉语。可是越学越难。虽然我开始学汉语学了

五年了，可是说得不太好，所以请多多关照。谢谢。 

 

 

[어휘] 

会计部 kuàijìbù 회계팀 

派 pài 파견하다 

虽然~但是 suīrán~dànshì 비록 ~ 하지만 ~하다 

关照 guānzhào 돌보다, 보살피다 (예, 多多关照 잘 부탁드립니다.) 

 

 

[해석] 

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장문국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장’, 문화의 ‘문’, 국가의 ‘국’자를 씁니다. 

올해 40세이고, A회사에서 대략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는 회계팀에 있습니다. 5년 전에 중국 북

경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작년 겨울에 귀국하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7년 정도 되었고, 6살 된 아들과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등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합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중

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퇴근 후에는 회사 근처의 중국어 학원에서 중국

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는 5년이 되었지만 아직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写作】周末你一般做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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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질의응답 

 

① 周末你一般做什么？/ 请你说一说周末的日程。 

    주말에 당신은 보통 무엇을 하나요? / 당신의 주말 일과에 대해 말해보세요.  

 

周末我一般都在家里休息。星期六的时候，我在家里打扫房间或者洗衣服什

么的。如果还有时间的话，下午我会去超市买一个星期需要的东西。 

星期天，我一般会和我的朋友出去玩，比如去看电影或者一起去吃饭等等。

每个周末我的生活都差不多。 

 

 

 

 

 

[어휘] 

打扫 dǎsǎo 청소하다 

超市 chāoshì 슈퍼마켓 

差不多 chàbuduō 비슷하다 

或者 huòzhě ~하던지 아니면 …를 한다 

周末 zhōumò 주말 

 

 

 

 

 

[해석] 

주말에 저는 보통 집에서 쉽니다. 토요일에 집에서 방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있다

면 오후에는 슈퍼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일요일에는 저는 보통 친구와 나가서 놉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함께 밥을 먹습니다. 매 주말마다 저의 생활은 거의 비슷합니다.  

 

 

【写作】你每天怎么上下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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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你每天怎么上下班？ 

당신은 매일 어떻게 출퇴근 합니까?  

 

我是上班族，公司离我家很远。我一般都是坐公交车去上班，而且还要换乘一

次，所以每天早上我必须要提前两个小时出门。每天上下班都很累，我很想有自己的

车。不过，有车也觉得很麻烦。因为我公司在江南区，所以上下班的高峰时间，堵车

堵得很厉害，不敢开车。虽然坐公交车上下班很累，可还是坐公交车好。 

 

 

 

 

[어휘] 

上班族 shàngbānzú 출퇴근족, 샐러리맨, 봉급 생활자  

换乘 huànchéng 갈아타다, 환승하다  

提前 tíqián 앞당기다 

难受 nánshòu 불편하다, 괴롭다 

必须 bìxū 반드시 ~해야 한다, 기필코 ~해야 한다 

 

 

 

 

 

[해석] 

저는 직장인인데, 회사와 저의 집까지의 거리가 멉니다. 저는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고, 한 

번 환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반드시 두 시간 전에 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서, 저는 자가용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차가 있는 것도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

사가 강남구에 있어서, 출퇴근 러시아워 때에는 차가 심하게 막혀, 감히 운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대

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写作】请你说一说你的爱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