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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y's Trip to a Hanok

Inho is a volunteer guide for the Korean Culture 

Program for Non-Koreans. He meets Judy from 

New Zealand and shows her around a hanok village.

Judy: These buildings look beautiful. I remember 
beautifully (X)

seeing buildings like these in a Korean TV drama.

Inho: These are traditional Korean houses called 
calling (X)

hanok. They are 300 to 400 years old and belonged 
~ 의 것 이 다

to noblemen during the Joseon Dynasty.
귀 족

Judy: Those houses are really beautiful. Look at the 

soft curved line of the roof. It looks beautiful and 

elegant. Are there villages like this in other parts of 

Korea?

Inho: Yes, there are. There are other hanok villages 
another (X)

in Andong and Jeonju.

Judy: I see from the map that this hanok consists 

of several buildings. Could you tell me about them?

• lie in = consist in: ~에 있다/   consist of =  be 
composed of = be made up of / be composed of: 구성
되다

Judy의 한옥 여행

인호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한국 문화 프로

그램의 자원봉사 가이드이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온 

Judy를 만나 그녀에게 한옥 마을을 구경 시켜준다. 

Judy: 이 건물들은 아름다워 보여. 나는 한국의 텔레

비전 드라마에서 이와 같은 건물들을 보았던 것이 기

억나. 

인호: 이것들은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한국 집들이

야. 그것들은 300에서 400년이 되었고 조선시대에 

귀족들의 것이었어. 

Judy: 저 집들은 정말로 아름다워. 지붕의 부드러운 

곡선을 좀 봐. 그것은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여. 한국

의 다른 지역들에도 이와 같은 마을들이 있니?

인호: 그래, 있어. 안동과 전주에 다른 한옥 마을들이 

있어. 

Judy: 나는 지도에서 볼 때 이 한옥이 여러 개의 건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것들에 대

해 말해줄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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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 Sure. Let's have a look at the layout of the 

house. This is the sarangchae, the men's quarters. 
사 랑 채 구 역 . .

In the past, the master of the family read books and 

met his guests here. And over here is the anchae, 

where the master's wife and daughters lived. 
which (X)

Both the sarangchae and the anchae have their own 

yards, called madang.

Judy: What is this small gate for?
목 적

Inho: Ah! That is the entrance to the anchae. Follow 

me, and I'll show you the anchae.

Judy: Oh, there's another yard. It's so quiet and 

closed off. It's like another world.

Inho: Well, Confucian tradition affected the layout of 

the house, separating the women's area from the 

men's area. 

• distinguish[tell, know, separate]  A fromB 

It was meant to protect women from the outside 

world.

번역

인호: 물론이지. 집의 배치도를 보자. 이것은 남자들

의 구역인 사랑채야. 

과 거에는, 가장이 여기에서 책을 읽고 손님을 만났

어. 그리고 저 너머에 안채가 있는데, 그 주인의 아내

와 딸들이 살던 곳이야. 

사랑채와 안채 모두 마당이라 불리는 그것들만의 뜰

을 가지고 있어. 

Judy: 이 작은 문은 뭐 하는 거야?

인호: 아! 그것은 안채로 가는 출입문이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안채를 보여 줄게. 

Judy: 오, 또 다른 뜰이 있네. 아주 조용하고 차단되

어 있구나. 그것은 또다른 세상 같아. 

인호: 음, 여자의 공간을 남자의 공간과 나누면서, 유

교 전통이 집의 배치에 영향을 미쳤어. 

그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

되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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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y: I don't see any trees or grass in the madang.

Inho: If there are no trees or grass in the yard, then 

the air there gets hotter in the summer. 

It leads to a higher temperature in the yard than 

around the mountain behind the house.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The hotter air in the madang goes up and the cooler 

air from the mountain flows down through the house. 

So when you open the front doors and back doors of 

the house, the cooler air comes through. It was a 

remarkable discovery like a natural air conditioner. 
놀 라 원

That's why people didn't plant grass or trees in the 

madang and built their houses next to a mountain.

• this is why(그래서), this is how(그리하여),this is 
when(이때가 ~순간이다), I guarantee that(단언컨대 ~하다), 
The reason is that(그 이유는 ~때문이다)

Judy: That was very scientific!

번역

Judy: 마당에 나무나 풀이 전혀 없구나.

인호: 뜰에 나무나 풀이 없으면, 그곳의 공기가 여름

에 더 더워져. 

그것은 집 뒤에 있는 산 주변보다 마당의 온도가 더 

높아지게 만들지. 

마당의 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더 시원한 공

기가 산에서 집으로 흘러 들어와. 

그래서 네가 집의 앞, 뒷문을 다 열어두면, 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지. 그것은 천연 에어컨 같은 놀라운 

발견이었어. 

사람들이 마당에 풀이나 나무를 심지 않고 집을 산 

옆에 지은 이유야. 

Judy: 그것은 정말 과학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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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 Let's have a look at the inside of the house. 

It's interesting to know that they didn't use any nails.

Judy: Oh, really? How did they build this house 

without nails?

Inho: The major structural elements were connected 

with special joints that locked the wood together. 
j u n c t u r e

Though they used only woo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the hanok have lasted a long time. 

Our ancestors valued the environment and tried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When a hanok is torn 

down, there is no man-made material left at all. 

Everything goes back to nature.

Judy: I see. Koreans back then lived in houses that 

were environmentally friendly. By the way, I was 

wondering why they didn't have a bed in the 

bedroom.

Inho: Our ancestors didn't sleep in beds. They slept 

on the floor, which was warm because of the 

system called ondol.
cal l in (X)

번역

인호: 집 안을 들여다보자.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

다는 것을 알아서 재미있어. 

Judy: 오, 정말? 어떻게 그들은 못 없이 이 집을 지

었지?

인호: 주된 건축 요소들이 나무를 함께 짜맞추는 특

수한 이음새로 연결되었어. 비록 그들이 오직 나무와 

다른 천연 재료들만 사용했지만, 한옥은 오랫동안 지

속되었어. 

우리의 조상들은 환경을 귀하게 여겼고 자연과 조화

를 이루어 살려고 노력했어. 한옥이 분해되면, 인공 

자재는 전혀 남지 않아. 모든 것이 자연으로 되돌아

가. 

Judy: 그렇구나. 그때의 한국인들은 친환경적인 집

에 살았구나. 그건 그렇고, 나는 왜 침실에 침대가 없

는지 궁금해. 

인호: 우리 조상들은 침대에서 자지 않았어. 그들은 

바닥에서 잠을 잤어, 그런데 그것은 온돌이라 불리는 

시스템 때문에 따뜻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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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y: What is ondol?

Inho: Korean homes had a network of underground 

tunnels that transported heat from the kitchen to 
c o n v e y . .

each room. 

These tunnels were covered by thin, flat stones: 

these were the ondol. The stones were then 

covered with earth. To top it off, layers of paper 

were pasted on the floor. 

• in addition = besides, moreover, what's more, 
furthermore, plus,To top it off  S + V : 게다가/ in 
addition to, besides + 명사: ~외에도

The ondol system was efficient since the heat 

generated during cooking was transported to each 

room in the house, warming the ondol. 

The ondol then warmed the air inside. With Korean 

ondol, both the floor and the air inside were kept 

warm.

Judy: What a great idea! In New Zealand, we just 

heat the air. Do you still use the ondol?

Inho: We do, in a little different way. We use a 

system of pipes that transport hot water underneath 

each room in a house.

번역

Judy: 온돌이 뭐니?

인호: 한국의 집들은 부엌에서 각 방으로 열을 보내

는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어. 

이 터널들은 얇고 납작한 돌들에 의해 덮여 있었어. 

이것들이 온돌이었어. 그리고나서 돌들은 흙으로 덮

여 있었어.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층의 종

이가 바닥 위에 풀로 붙여졌었어. 

온돌 시스템은 요리하는 동안 만들어지는 열이 온돌

을 데우면서 집의 각 방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효율적

이었어. 

그리고 그 온돌은 실내 공기를 데웠어. 한국의 온돌

로, 바닥과 실내 공기 둘 다 데워졌어. 

Judy: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그냥 공기만 데워. 너희는 여전히 온돌을 사용하니?

인호: 그래,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집 안의 각 

방 밑에 더운물을 운반하는 파이프 시스템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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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y: Oh, I see. Inho, look at the doors. They have 

paper on them.

Inho: That is the traditional paper called hanji. It's 

made from the bark of a tree.

Judy: Why did they use hanji? It looks very weak.

Inho: Well, actually it is strong and lasts a long time.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about hanji is that it 

has small, nearly invisible holes in it. The holes 

allow light to enter and brighten the room inside. 

Hanji can also hold humid air in the paper. When the 

room gets dry, it releases humid air and regulates 

the humidity of the air inside the room.

Judy: That's remarkable!

Inho: Hanji is still used today for many other 

purposes. It is used for painting, writing, and 

decoration.
장 식

번역

Judy: 오, 알겠어. 인호야, 저 문들 좀 봐. 그것들은 

위에 종이가 있어. 

인호: 저것은 한지라 불리는 전통 종이야. 그것은 

나무껍질로 만들어졌지.

Judy: 왜 그들은 한지를 사용했지? 그것은 너무 약

해 보이는데.

인호: 음, 사실상 그것은 강하고 오래 가. 

한지의 가장 놀라운 점들 중의 하나는 그것이 작고 거의 눈

에 보이지 않는 구멍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 

그 구멍들은 빛이 들어와서 방안을 밝게 만들어줘. 

한지는 또한 종이 속에 습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방이 건조해지면, 그것은 습한 공기를 내뿜어서 방 

안 공기의 습도를 조절해. 

Judy: 정말 놀랍구나! 

인호: 한지는 여전히 많은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사

용되고 있어. 그것은 그림, 글쓰기, 그리고 장식을 

위해 사용돼.

�6



리카수니의 Back to the English
교과서 내신 자료

Update 2015. 9. 18.

 실용영어_독해작문(금성이) 3강           http://likasuni.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udy: Look at those jars outside the window. What 

are they?

Inho: Ah, let's go outside, and I'll tell you about them. 

This area is called the jangdokdae, a raised area for the 

jangdok. A jangdok is a heavy jar for storing food such 

as soybean paste, hot pepper paste, or soy sauce.

Judy: What is special about a jangdok?

Inho: It has very small invisible holes on its surface 

and breathes through them. This prevents food 

from going bad but keeps worms out. Korean 

homemakers cleaned the jangdok every day so the 

holes would not be blocked.

Judy: I saw one of these jars outside the wall as we 

were coming in. Why did they have one outside the 

wall?

Inho: The owners of the house put food in this jar for 

poor people. They put it outside the wall so that poor 

people could take grain from it unnoticed. 

Sometimes these poor people left sweet potatoes or 

something they had harvested as a sign of gratitude.

Judy: Oh, that's a touching story. I think your 
m o v i n g

ancestors must have had very warm hearts. Inho, I 
should (X)

really appreciate your kindness. I've certainly 

learned a lot. Thank you.

번역

Judy: 창 밖에 있는 저 단지들 좀 봐. 그것들은 뭐니?

인호: 아,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내가 그것들에 대해 

말해 줄게. 이 지역은 장독을 놓으려고 높여진 지역

으로 장독대라고 불러. 장독은 된장, 고추장 혹은 간

장 같은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무거운 단지야. 

Judy: 장독의 무엇이 특별하니?

인호: 그것은 겉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

멍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 숨을 쉬어. 이것은 음

식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벌레도 막아줘. 한국의 

주부들은 매일 장독을 닦아서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했어. 

Judy: 나는 우리가 안으로 들어올 때 담 밖에서 이런 

항아리 하나를 보았어. 왜 그들은 담 밖에 하나를 두

었니?

인호: 집주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항아리 

안에다 음식을 넣어 두었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그것에서 곡식을 가져갈 수 있게 하

기 위해 담 밖에 두었어. 때때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은 감사의 표시로서 고구마나 그들이 수확한 어떤 것

들을 남겨두었지. 

Judy: 오, 그것은 감동적인 이야기구나. 나는 너의 

조상들이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졌었음에 틀림 없다

고 생각해. 인호야, 정말로 너의 친절에 감사해. 나는 

확실히 많이 배웠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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