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会话

怎样的人生才算成功

课文

双赢

语法
长江后浪推前浪 | 求爷爷告奶奶 |  

一根筋 | 敌不过 | 什么+A+不+A+的 | 

(只)不过……罢了 | 换脑筋 |  

条条大路通罗马

成功者需要什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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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피킹 중국어_고급 上 

 见仁见智  ji3n r5n ji3n zh* 성  어진 사람은 어진 점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점을 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입장이나 각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가리킴

 选秀  xu2nxi] 명  어떤 방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일종의 활동이나 행위를 가리킴, 오디션

 一步登天  y^ b] d4ng ti`n 성  단숨에 높은 수준의 경지 혹은 정도에 도달하다, 갑자기 뜻을 이루어  

높은 지위에 오름을 비유함

 功成名就 g8ng ch5ng m^ng ji] 성  공을 세우면 명성도 있게 되다

  我现在只是取得了一点小小的成就，还谈不上什么功成名就呢！

 两袖清风 li2ng xi] q%ng f4ng 성  옷소매 속에 맑은 바람 외에 아무 

것도 없다, 빈털터리이다, 관료가 청렴결백함

  我的父亲当官多年，可是一直两袖清风，从不
收红包。

  track 01_1

Words & Extension 生词
扩展

众说纷纭 zhòng shuō fēn yún 여러 사람의 의론이 분분하다 | 公说公有理，婆说婆有理
gōng shuō gōng yǒu lǐ, pó shuō pó yǒu lǐ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옳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

로 옳다고 하다, 각자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다

扩展

海选 hǎixuǎn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일종의 

선발 방식 | 淘汰 táotài 도태하다, 추려내다

扩展

유의어 : 一鸣惊人 yì míng jīng rén 평소에는 조용히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다 

반의어 : 一落千丈 yí luò qiān zhàng (명예·지위·처지·정서 등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扩展

为官清廉 wéi guān qīng lián 청렴하게 관료 노릇을 하다 | 

腐败 fǔbài (제도·조직·조치 등이) 부패하다

扩展

大器晚成 dà qì wǎn chéng 크게 될 인물은 오랜 연마를 거쳐 늦게 이루어진다(대기만성) |

一事无成 yí shì wú chéng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하다

扩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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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走茶凉 r5n z0u ch1 li1ng 성  돈과 권력이 있으면 빌붙고 그렇지 않으면 냉담해지다, 권력자가 근무

처를 떠나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그를 등한시하게 됨을 나타냄

  哎，真是人走茶凉啊！自从我离开公司，谁也没来看过我。

 前呼后拥	 qi1n h[ h-u y8ng 성  앞에 가는 사람이 소리쳐 길을 열고 뒤에 가는 사람은 에워싸고 호위

하다, (귀인이나 고관이 행차할 때) 위세가 대단하다(예전에는 관료가 외출할 때 따르는 사

람이 많음을 나타냈으며, 지금 역시 사람이 매우 많고 시끌벅적함을 가리킴)

 名不见经传 m^ng b{ ji3n j%ng zhu3n 성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명성도 없음을 형용함

  谁也没想到这个名不见经传的运动员，竟然获得了冠军。

 扬名立万  y1ng m^ng l* w3n 성  사회적으로 명망을 쌓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어 매우 유명하다

  现在想扬名立万的年轻人实在是太多了。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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过河拆桥 guò hé chāi qiáo 강을 건넌 뒤 다리를 부숴 버리다, 목적을 이룬 뒤 도와준 사람의 은혜

를 모르다 | 世态炎凉 shì tài yán liáng 돈과 권력이 있으면 빌붙고 그렇지 않으면 냉담해지다

扩展

前倨后恭 qián jù hòu gōng 처음에는 거만하고 나중에는 공손하다 | 前赴后继 qián fù hòu j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다 (★ 주로 ‘前◯后◯’ 형식으로 사용됨)

扩展

流芳百世 liú fāng bǎi shì 훌륭한 명성이 영원히 전해지다 | 遗臭万年 yí chòu 
wàn nián 악명을 오래도록 후세에 남기다

扩展

默默无闻 mò mò wú wén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 | 无名小卒 wú míng xiǎo zú 보잘것없

는 사람

扩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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怎样的人生才算成功

什么是成功?  这已经是个老话题了，不过多少年来也没有个定论，毕竟这可是件见

仁见智的事。这不，一家人又争了起来。

老王 最近电视里总是放这些吵吵闹闹的选秀大赛，没意思透了。好像

被选上的话，就能一步登天似的。年纪轻轻的，干点什么不好，

整天只知道唱歌跳舞，有什么出息?  谁知道他们能风光几天呢? 
➊长江后浪推前浪，过不了多久，就没人记得他们了。踏踏实实地

读好书、找份好工作、一步一步地往上爬，自然会有成功的一天。

到时候功成名就，谋个一官半职的，一辈子都是铁饭碗。这才是

成功的人生。

朱阿姨 得了吧。你大小也是个局级干部了，可退休以后，还不是两袖清

风、人走茶凉。托人办点什么事，还得➋求爷爷告奶奶的。就这样

还叫成功?  孩子们，你们可千万别像你爸似的➌一根筋!  这年头，

有权的➍敌不过有钱的。➎什么铁饭碗不铁饭碗的，➏只不过是个

人民公仆罢了。只有车子、票子、房子是实实在在的。看看那些

企业的老板，多气派!  想买什么就买什么，到哪儿都是前呼后拥

的，不用看谁的脸色。那才叫真正的成功人士呢!

王潇 爸妈，你们都该换➐换老脑筋了。➑条条大路通罗马。成功可不

只是坐在大办公室里跟陀螺似的工作，或是整天开会、听长篇大

论。俗话说：“出名要趁早。”要是等到七老八十了再成功，那也

没什么意思了。 您别看现在电视上的那些年轻人名不见经传，他

要是夺了冠，那可就是街头巷尾人人皆知的大明星了。成功可不

就是扬名立万吗?

王琳 那不过是一阵风罢了。照你们说的，成功难道就是“名、利”二

字?  要我看，成功就是我做好了一件我非常渴望做的事，并且获

得了满足与成就感。哥，你昨天不是终于考出了驾照吗? 那也算

  track 0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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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成功了。别把成功看得那么远，它只不过是一种感受而已。凡

人也有凡人的成功。

老王 嗯。咱女儿说的也没错。想当年，你爸当上处长的时候，分了这

套房子，看着你们兄妹俩乐呵呵地跑进跑出的时候，还真是好好

地感受了一把成功的喜悦呢!

朱阿姨 小琳啊，你要是能在今年把自己给嫁出去，那可就是大大的成功

了!  我等着喝你的喜酒，等得头发都白了。

王潇 妈，那可是impossible~~~不可能的事!  对象是说找就能找到的吗?
再加上咱家大小姐的这脾气!  还不如等着太阳打西边出来呢。

王琳 谁说的!  Impossible 就是 I’m possible。只要我下定决心，绝没有

成功不了的事。你就等着瞧吧。

chapter 

01성공  成功者需要什么? |  17 

2스피킹고급상01_04_수정_0417.indd   17 2014-04-17   오후 2:19:34



Speaking 2

说一说
2 제시된 단어를 참고하여 다음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1 请你介绍一下比尔·盖茨的成功故事。

참고 단어

哈佛大学	Hāfó Dàxué	하버드 대학 | 退学	 tuìxué	퇴학 | 创办微软公司	 chuàngbàn wēiruǎn gōngsī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설립 | 电脑操作系统	diànnǎo cāozuò xìtǒng	컴퓨터 운영체계 | 富翁	 fùwēng	부자 | 退休	

tuìxiū	퇴직 | 慈善事业	císhàn shìyè	자선사업

참고 단어

努力	nǔlì	노력하다 | 天才出于勤奋	 tiāncái chū yú qínfèn	천재는 근면함에서 나온다 | 汗水	hànshuǐ	땀 | 心血	

xīnxuè	심혈 | 忍耐	rěnnài	인내하다 | 一分耕耘，一分收获	yí fèn gēngyún, yí fèn shōuhuò 노력한 만큼 수확을 얻다

2 你觉得成功的条件有哪些？	请你说一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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