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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ing Fire with Fire

It’s summer in Korea, and it’s getting hotter. Back 

home, I ate ice cream to stay cool. Koreans have a 

special way. They eat food that makes them sweat!

One of the strangest sights I’ve seen in Korea was 

people eating boiling hot samgyetang (ginseng 

chicken soup) on the hottest day of the year. 

In fact, it’s a popular summer dish, especially on 

very hot days. When I asked one of them why, 
이 유

someone explained that it’s because not only is it 

very healthy, but it also helps you cool down by 
= to cool

causing you to sweat a lot. 

It’s part of the traditional Korean idea of “fighting 

fire with fire.” I decided to try it for myself. It not 
직 접

only smelled delicious but also tasted great! Still, I 
deliciously (X) greatly (X)

wasn’t sure about eating hot soup in such hot 

weather. 

• still, nonetheless, nevertheless, yet, however

However, by the end of the meal, I had become a 

believer. I was covered in  sweat, but I felt totally 
by (X)

wonderful! When I go  back home, I’m going to 
wonder fu l ly (X) will go (X)

show everyone the Korean secret for staying cool 
비 결

and healthy in summer.
h e a l t h ( X )

이열치열

한국은 지금 여름이고,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다. 고

향에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더위를 식혔다.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들은 땀을 나

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 

한국에서 본 가장 이상한 광경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한 해의 가장 더운 날에 펄펄 끓는 삼계탕(인삼과 

닭을 넣은 탕)을 먹는 것이다. 

실은 삼계탕은 인기 있는 여름 음식이고 특히 몹시 

더운 날에 인기가 있다. 음식을 먹는 사람 중 한 명

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땀을 많이 나게 함으로써 시원하게 해 주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인 “이열치열” 중 한 부

분이다.나는 그것을 직접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

다. 그것은 냄새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맛있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을 먹는 

것에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나는 믿게 되었다. 

나는 땀에 뒤덮였지만, 기분이 정말 좋았다! 고향에 

돌아가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한국인의 

비결을 모두에게 소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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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Delivered to Your Door

When I moved to Korea, one of the first things my 

coworker taught me was how to say my address. I 

didn’t understand why it was so important. They 

explained that I’d often give it  over the phone 
address

when I ordered things to be delivered.

Korea has a lot of delivery services! The Korean 

word for delivery is baedal. Many restaurants here 

will deliver your order to your door at no extra 

charge. 

What really surprised me was that most of the food 
That (X)

is delivered on real plates rather than in disposable 
일 회 용 의

containers.When you’re finished, you just leave the 

dishes outside your door to be picked up later. 

What’s more, a lot of delivery services operate 24 

hours a day!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S + V : 게다가

• in addition to / besides + 명사: ~외에도

여러분의 현관문 앞으로 배달되는 행복

  

내가 한국으로 이사 왔을 때, 내 직장 동료가 가장 먼

저 가르쳐 준 것중 하나는 주소를 말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그들은 내가 배달 주문을 할 때 전화로 주소를 자주 

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는 많은 배달 서비스가 있다! 한국어로는 배

달이라고 한다. 이곳의 많은 식당은 당신이 주문한 

것을 추가 요금 없이 집 앞까지 배달해 준다. 

정말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대부분 음식이 일회용 

용기가 아닌 실제 접시에 담겨 배달된다는 것이었

다. 다 먹고 나면, 나중에 가지러 올 수 있게 문밖에 

접시를 놔두기만 하면 된다. 게다가, 많은 배달 서비

스들이 하루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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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summer, I sometimes spend hot nights 

by the Han River with my friends. One night we had 

nothing to eat, so one of my friends made a call. 

Thirty minutes later, a man drove up on a 

motorcycle and handed us a pizza. I couldn’t 

believe it! I guess my friend just told him which  tree 
의문형용사(어떤)

we were sitting under.

Walking down the street, you can often see lots of 

delivery people on motorcycles pass  by. Although 
to pass (X) D e s p i t e ( X )

it took some time to get used to it, I don’t think I 

could live without baedal now. It would be very 

inconvenient! 

Jjimjilbangs: Relaxation for the Whole Body

Although I enjoy my life in Korea, it can sometimes 

be very busy and stressful. Luckily, there’s a 

convenient way to relax. Korea has many spas 

called jjimjilbangs, / which are quite different from 
calling (X) t h a t ( X ) is (X)

the spas or saunas you see in the West.

번역

여름 동안 나는 종종 한강 변에서 친구들과 더운 밤

을 지냈다. 어느날 밤 우리는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

어서 내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를 했다. 

삼십 분 후에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 우리에

게 피자를 건네주었다. 믿을 수 없었다! 내 친구가 

배달꾼에게 우리가 어느 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지 

밖에 말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말이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배달꾼이 오토바이를 타

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배달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난 이제는 배달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찜질방: 전신을 위한 휴식

  

내가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기는 하지만, 가끔 

매우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다행히 편

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는 

찜질방이라고 불리는 많은 스파가 있다. 이것은 서

양에서 볼 수 있는 스파나 사우나와는 상당히 다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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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s what usually happens when I go to one. At 
that (X)

the reception, I’m given a key to a locker in which I 

can keep my clothes. I start by taking a nice hot 
h o l d

shower. Once I’m clean, I get into the nearest bath. 
일단 ~하면..

I can feel my muscles relax in the hot water.

Next, I spend a few minutes in a very cold bath, 

which really wakes me up! When I walk around the 

jjimjilbang, I wear a T-shirt and shorts given out at 
giving (X)

reception. 

I see some people playing board games or cards, 
t o p l a y

while others eat boiled eggs, sikhye (a sweet rice 

drink), or seaweed soup.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people, everyone 

speaks quietly, so it’s peaceful. My next stop is the 

sauna. It’s a small, hot room made of  wood or 
making (X) from (X)

stone. I breathe in the heavy air, and I feel like 

bread baking in an oven.
b a k e d ( X )

Some people spend the night at the jjimjilbang, 

sleeping comfortably on soft mats, but I’m ready to 
t o s l e e p ( X )

go home by then. Not only does my entire body 
도 치 . .

feel refreshed, but all my tension is gone. Koreans 
r e f r e s h i n g ( X )

really know how to relax!

• spend[waste] N -ing / on + N

• 의문사 + S + should + R = 의문사 + to R

번역

다음은 내가 찜질방에 가면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다

접수대에서 나는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의 열

쇠를 받는다. 먼저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몸이 

깨끗해지면, 가장 가까운 탕에 들어간다. 뜨거운 물 

안에서 내 근육들이 이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나는 매우 차가운 탕에서 몇 분 정도를 보

내는데, 그러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든다! 찜질방을 돌

아다닐 때, 나는 접수대에서 받은 티셔츠와 반바지

를 입는다. 

몇몇 사람들이 보드 게임이나 카드 게임을 하는 모

습이 보이고, 또 몇몇 사람들은 삶은 달걀, 식혜(달

콤한 쌀 음료), 혹은 미역국을 먹는 모습이 보인다. 

비록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 조용히 말하기 때문

에 매우 평화롭다.그 다음으로 내가 들르는 곳은 사

우나이다. 이것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작고 뜨거

운 방이다. 뜨거운 공기를 마시자, 마치 오븐 안에서 

익고 있는 빵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몇몇 사람들은 부드러운 매트 위에서 편안히 자면서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지만, 난 그때쯤이면 집에 갈 

준비가 된다. 전신이 산뜻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긴장이 사라진다. 한국인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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