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

인도네시아어



우리 교재는 다문화가정 자녀, 바로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용 교재로 개발됐어요. 엄마(아빠)나라 언어 

기초 수준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했어요. 언

어적 지식 외에도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등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책 본문에 넣었

어요. 또한, 여러분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그림을 넣어 엄마(아빠)나라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

어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법(문형)과 활용, 각 나라별 문화 코너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 및 생활 풍습 등을 소개함으

로써 엄마(아빠)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 교재는 초급단계인 1단계부터 고급단계인 10단계까지, 각 단계별 8과로 구성돼 있어요. 각 과의 구성은 ‘함께 이

야기해요l, ll, 신나는 단어 놀이, 정확하게 배워요, 재미있게 해봐요, 신기한 문화 탐험’ 으로 되어 있어요. 각 항목의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함께 이야기해요l, ll에서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익힐 수 있어요.

■ 신나는 단어 놀이에서는 해당 과에 필요한 단어를 그림과 함께 배울 수 있어요.

■ 정확하게 배워요에서는 해당 과에 필요한 중요한 문형(문법)을 공부할 수 있어요.

■ 재미있게 해봐요에서는 해당 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신기한 문화 탐험에서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쉽게 학습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집필진 선생님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여러분이 우리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여 엄마(아빠)나라의 말과 문화를    

서로 잘 이해하고 소통하여 함께 나아가는 발전이 있기를 응원할게요!

집필의도

LG연암문화재단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가 어느덧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학생들은 멘토 선생님들, 전국의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꿈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진 이중언어 구사 잠재력은 국내 청소년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장점입니다. LG는 학생들의 이와 

같은 장점이 학습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학습 교재 발간도 꾸준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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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1과 ㅣ

Tas Ada di Mana?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사물의 위치를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06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1과 ㅣ

   함께 이야기해요Ⅰ



07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1과 ㅣ

   함께 이야기해요Ⅰ    함께 이야기해요Ⅱ



 신나는 단어 놀이

08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1과 ㅣ

tas sepatu sandal pengiah

payung seprai selimut

lemari pakaian bantal bantal guling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9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1과 ㅣ



010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1과 ㅣ

  재미있게 해봐요



011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1과 ㅣ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히잡 Hijab
  히잡 혹은 질밥(Jilbab)은 이슬람교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베일이에요. 원래는 

아랍어로 이슬람 교리에 적합한 옷차림을 뜻하는 말이에요. 히잡을 착용한 여

성은 긴 소매 상의, 긴 치마나 긴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 얼굴과 두 손바닥을 

제외한 몸 전체를 가려야 해요.





ㅣ 2과 ㅣ

Bawang Bombai Terlalu Pedas
양파는 너무 매워요

과일과 채소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14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2과 ㅣ

Ayah: Ayo makan malam!

Budi: Apa menunya?

Ibu: Nasi goreng udang.

Budi: Ada bawang bombai, Bu?

Ibu: Aku tidak memakai bawang bombai.

Budi: Baik. Bawang bombai terlalu pedas.



    함께 이야기해요Ⅱ

015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2과 ㅣ

   함께 이야기해요Ⅰ

Nina, Budi : Wow, ini durian!
Ayah : Kalian suka durian?
Nina, Budi : Ya, kami suka durian.
Ibu : Kalian suka bau durian juga?
Nina : Tidak. Aku tidak suka baunya.
Budi : Tetapi aku suka durian karena enak.



016LG다문화학교

 신나는 단어 놀이

인니어 3단계 2과 ㅣ

terong jamur timun

wortel labu apel

pir kesemek semangka



017LG다문화학교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인니어 3단계 2과 ㅣ



018

 재미있게 해봐요

인니어 3단계 2과 ㅣLG다문화학교



019LG다문화학교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인니어 3단계 2과 ㅣ

두리안 Durian
  두리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 열대 지방에서 나는 과일

이에요. 단단한 껍질에 뾰족한 가시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에요. '과일의 왕'이라

는 별명이 있어요. 6월에서 8월 사이에 맛볼 수 있어요. 과육은 날 것으로도 먹

지만 잼이나 아이스크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하여 먹기도 해요. 껍질은 모

기를 쫓는 데 쓰이기도 하죠. 두리안은 냄새가 아주 고약하기 때문에 호텔이나 

대중교통 수단 등에는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ㅣ 3과 ㅣ

Kamu Mau Makan Apa?
뭐 먹고 싶어?

날짜를 묻고 답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LG다문화학교 022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3과 ㅣ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23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3과 ㅣ



 신나는 단어 놀이

024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3과 ㅣ

enak tidak enak manis

asam hambar nasi goreng

mi goreng rendang satai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25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3과 ㅣ



 재미있게 해봐요

026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3과 ㅣ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27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3과 ㅣ

부부르 아얌  Bubur Ayam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침밥을 꼭 먹어요. 엄마가 만들어 주든 가게에서 사 먹

든 아침을 꼭 먹어야 해요. 보통 간단한 음식을 먹는데 제일 인기가 많은 메뉴가 

바로 부부르 아얌, 즉 닭죽이에요. 부부르 아얌은 간단하기도 하지만 맛있고 싸

요. 가격도 한 그릇에 약 5천 루피아(5백 원) 정도라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ㅣ 4과 ㅣ

  Aku Perlu Sepatu Baru 
새 운동화가 필요해요

다양한 의복 종류를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30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4과 ㅣ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31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4과 ㅣ



 신나는 단어 놀이

032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4과 ㅣ

kaus celana jin

celana pendek rok terusan

seragam topi piyama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33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4과 ㅣ



 재미있게 해봐요

034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4과 ㅣ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35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4과 ㅣ

끄바야  Kebaya
  끄바야는 인도네시아 전통 옷으로 

마자빠힛(Majapahit) 왕조 시대부터 

입은 옷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뿐

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

루나이에도 끄바야가 있어요. 끄바야

는 블라우스와 원피스로 구성되어 있

고 전통 문양과 자수가 있는 옷이에

요. 원래 끄바야는 사룽(Sarung) 또는 

바띡(Batik)과 같이 입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청바지에 입어요.





ㅣ 5과 ㅣ

Kamar Kecil Ada di Sebelah Sini

화장실은 이쪽이야

장소와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38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5과 ㅣ

Tips!

화장실은 인도네시아어로 kamar kecil(작은 방) 및 belakang(뒤)라고도 합니다.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39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5과 ㅣ



 신나는 단어 놀이

040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5과 ㅣ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41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5과 ㅣ

Bola ada di
atas kotak.

Bola ada di 
bawah kotak.

Bola ada di 
belakang kotak.

Bola ada di 
depan kotak.

Bola ada di sebelah 
kanan kotak.

Bola ada di sebelah 
kiri kotak.

Bola ada di
antara dua kotak.



 재미있게 해봐요

042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5과 ㅣ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43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5과 ㅣ

인도네시아 전통 가옥  
Rumah Tradisional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종족은 300개가 넘어서 전통 가옥도 다양해요. 각 종족마다 전

통 가옥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그림에 있는 가옥은 서부 수마트라에 있는 미미

낭까바우(Minangkabau) 종족 전통 가옥이에요. 지방에는 전통 가옥에 사는 사

람들이 많이 있지만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현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아요. 인

도네시아의 전통 가옥을 구경하고 싶으면 자카르타에 있는 '따만 미니 Taman 

Mini Indonesia Indah (TMII)'에 가면 돼요.





ㅣ 6과 ㅣ

Bioskop Ada di Lantai 7
영화관은 7층에 있어

장소 명칭과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46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6과 ㅣ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47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6과 ㅣ



 신나는 단어 놀이

048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6과 ㅣ

rumah sakit bank museum

galeri stadion pasar

rumah makan bioskop apotek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49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6과 ㅣ



 재미있게 해봐요

050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6과 ㅣ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51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6과 ㅣ

쁘람바난 사원  Candi Prambanan
  쁘람바난 사원은 자바 섬 중부에 있는 고대 힌두사원 중의 하나예요. 8~9세기 때 

지어졌어요. 쁘람바난 사원에 있는 여러 사원 중 종그랑 사원은 옛날 사원 중 하나예

요.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로로 종그랑이라는 아주 예쁜 공주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한 

왕자가 공주에게 청혼을 했어요. 왕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공주는 조건을 하나 주

었어요. 하룻밤에 사원을 1,000개 만들면 왕자와 결혼을 하겠다고요. 왕자는 많은 

부하를 동원해 아침이 되기 전에 999개의 사원을 만들었어요. 공주는 너무나 놀라서 

가짜로 아침인 것처럼 꾸몄어요. 즉, 시녀들을 깨워서 짚으로 불을 피우고 절구를 찧

으며 집안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왕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왕자는 너무 화가 나서 로로 종그랑(Jonggrang)을 사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종그

랑 사원은 바로 로로 종그랑(Roro Jonggrang)이 변해서 된 사원이랍니다.





ㅣ 7과 ㅣ

Ada Cat Air Warna Biru Muda?
하늘색 물감 있어?

색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54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7과 ㅣ

Budi: Aku akan melukis binatang. 
           Kamu mau melukis apa? 

Ani: Aku mau melukis langit dan padang rumput.
     Tapi aku perlu cat air biru muda untuk langit.
     Kamu punya cat air biru muda?
Budi: Tidak ada. Tapi kalau kamu mencampur warna 
       biru dan putih, maka akan menjadi warna
       biru muda.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55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7과 ㅣ



 신나는 단어 놀이

056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7과 ㅣ

warna hijau muda merah muda

cokelat abu-abu hitam

putih beige warna-warni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57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7과 ㅣ



 재미있게 해봐요

058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7과 ㅣ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59LG다문화학교 인니어 3단계 7과 ㅣ

메라뿌띠 Merah Putih

  인도네시아의 국기를 '메라뿌띠 Merah Putih' 라고 불러요. '상 메라뿌띠 

Sang Merah Putih'라고도 해요. 메라는 붉은색, 뿌띠는 흰색을 뜻해요. 위

쪽의 붉은색은 용기를, 아래쪽의 흰색은 순수함을 상징해요. 메라뿌띠는 독

립기념일을 포함한 국경일에 게양해요.





ㅣ 8과 ㅣ

Penguin Itu Imut
펭귄이 귀여워요

동물 이름을 말하고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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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u: Kamu mau lihat binatang apa? 
Nina: Aku mau lihat penguin. 
Ibu: Ada di mana, ya? Oh, ada di sebelah lumba-lumba.
Nina: Penguin ada di sana! Mereka imut sekali!
Ibu: Kenapa penguin imut? 
Nina: Karena cara penguin berjalan unik.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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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u: Kamu mau lihat binatang apa? 
Nina: Aku mau lihat penguin. 
Ibu: Ada di mana, ya? Oh, ada di sebelah lumba-lumba.
Nina: Penguin ada di sana! Mereka imut sekali!
Ibu: Kenapa penguin imut? 
Nina: Karena cara penguin berjalan unik.



 신나는 단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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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i babi ayam

kambing kelinci tupai

beruang paus kuda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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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어 주어요.

Ayo belajar dengan tekun. 

Mereka menonton TV dengan serius.

Bacalah dengan nyaring. 



 재미있게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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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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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 Komodo
  코모도는 인도네시아의 코모도섬을 포함하여 동부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 지역에만 서식하는 왕도마뱀이에요. 평균 신장이 2미터에서 3

미터나 되고 몸무게는 100킬로그램 이상도 나가요. 코모도는 약 300미터

까지 볼 수 있지만 밤에는 잘 보지 못해요. 귓구멍이 있지만 소리를 듣지는 

못해요. 코모도는 혀를 이용해서 냄새를 맡아요. 코는 숨만 쉬어요. 땅에서는 

시속 2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어요. 수영도 잘하고 4.5미터까지 잠수도 가

능해요. 코모도는 염소, 사슴, 말, 물소 등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만 동물의 사

체도 먹어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코모도를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하였

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