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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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어의 문자, 발음, 탄생 배경을 알 수 있다.

학습목표



06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1과 ㅣ

   함께 이야기해요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말을 쓰나요?

인도네시아어를 써요.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해요.



07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1과 ㅣ

   함께 이야기해요Ⅰ    함께 이야기해요Ⅱ

인도네시아어는 어떤 글자를 써요?

발음은 어떻게 해요?

로마자 알파벳을 써요.

알파벳 발음대로 읽어요.



 신나는 단어 놀이

08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1과 ㅣ

Indonesia

bahasa

bahasa Indonesia

alfabet Latin

bahasa Korea

인도네시아어

로마자 알파벳

인도네시아

언어

한국어

단어를 읽고 뜻을 찾아 연결하세요.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9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1과 ㅣ

인도네시아어는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해요.

모음과 자음을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요.

빈 칸에 들어갈 알파벳을 찾아 다음의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a  b  c  d  e  f  s

B  hasa In  one  ia



010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1과 ㅣ

  재미있게 해봐요

각 단어를 연결해 보세요. 완성된 단어를 읽어 보세요.

Bahasa

Korea

Bahasa
Indonesia

Ibu

Bahasa 
Korea

Indonesia

Bahasa
Ibu



011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1과 ㅣ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의 탄생

인도네시아에는 언어가 너무 많았어요. 서로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만나면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28년에 인도네시아의 청년 지도자들이

모여서 멀라유어를 공식 인도네시아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로 정했어요.

그 뒤, 1945년에 헌법에 인도네시아의 국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명시했어요.





ㅣ 2과 ㅣ

Vokal
모음 

인도네시아어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알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14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2과 ㅣ

알파벳 이름 발음 예시 뜻

Aa 아 아 ayah 아버지

Ee 에 에/어/으 kereta 기차

Ii 이 이 ibu 어머니

Oo 오 오 orang 사람

Uu 우 우 ujian 시험

인도네시아어에는 5개의 단모음 Vokal이 있어요.

잘 듣고 따라 읽어 보세요.



    함께 이야기해요Ⅱ

015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2과 ㅣ

   함께 이야기해요Ⅰ

알파벳 발음 예시 뜻

AU 아우 harimau 호랑이

AI 아이 sungai 강

OI 오이 koboi 카우보이

EI 에이 survei 조사

인도네시아어에는 4개의 이중모음 Diftong이 있어요.

잘 듣고 따라 읽어 보세요.



016LG다문화학교

 신나는 단어 놀이

인니어 1단계 2과 ㅣ

harimau

ibu

kereta

ayah

koboi

sungai

단어에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단어를 읽어 보세요.



017LG다문화학교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인니어 1단계 2과 ㅣ

다음 단어 중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동그라미하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au

 m ei n o p q r

 s t u v w ai x

 y oi z 



018

 재미있게 해봐요

인니어 1단계 2과 ㅣLG다문화학교

A

I

E

O

U

a

i

e

o

u

점선을 따라 글자를 써 보아요.



019LG다문화학교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인니어 1단계 2과 ㅣ

인도네시아식 인사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악수하면서 인사해요. 

친한 사람과 인사할 때는 손을 가볍게 흔들 수도 있어요.

히잡 쓰는 여자와 남자는 악수를 할 수 없어요. 

대신 가슴 앞에서 양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며 인사말을 해요.





ㅣ 3과 ㅣ

Konsonan
자음

인도네시아어의 자음을 알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LG다문화학교 022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3과 ㅣ

알파벳 이름 발음 예시 뜻

Bb 베 베 burung 새

Cc 쩨 쩨 cangkir 찻잔

Dd 데 데 durian 두리안

Ff 에프 에프 foto 사진

Gg 게 게 gigi 치아

Hh 하 하 helikopter 헬리콥터

Jj 제 제 jamur 버섯

Kk 까 까 kamus 사전

Ll 엘 엘 lilin 양초

Mm 엠 엠 manggis 망고스틴

인도네시아어에는 21개의 자음 Konsonan이 있어요.

잘 듣고 따라 읽어 보세요.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23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3과 ㅣ

알파벳 이름 발음 예시 뜻

Nn 엔 엔 nanas 파인애플

Pp 뻬 뻬 pisang 바나나

Qq 끼 끼 Quran 코란

Rr 에르 에르 radio 라디오

Ss 에스 에스 sekolah 학교

Tt 떼 떼 teh 차

Vv 베 훼/베 video 비디오

Ww 웨 웨 wayang 와양

Xx 엑스 스/익스 sinar X X 엑스레이

Yy 예 예 yoyo 요요

Zz 젯 젯 zaitun 올리브



 신나는 단어 놀이

024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3과 ㅣ

b

j

d

f

n

w

그림에 맞는 단어의 첫 글자를 찾아 연결하세요.



    재미있게 해봐요 신나는 단어 놀이

025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3과 ㅣ

G

D

J

L

B
C

H

F

K

M

점선을 따라 글자를 써 보아요.



 재미있게 해봐요

026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3과 ㅣ

S

Q

V

X

N
P

T

R

W

Y
Z

점선을 따라 글자를 써 보아요.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27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3과 ㅣ

뻐르미시 Permisi
뻐르미시 Permisi. '실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앞지르거나 길을 비켜달라고 할 때, 

자리에서 먼저 일어날 때 Permisi라고 해요. 





ㅣ 4과 ㅣ

Lafal
발음 

1. 인도네시아어의 이중자음을 알 수 있다. 

2. 인도네시아어 발음을 연습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30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4과 ㅣ

알파벳 발음 예시 뜻

KH 크 khayalan 상상

NG 응 bunga 꽃

NY 니 nyamuk 모기

SY 쉬 syal 숄

인도네시아어에는 4개의 이중자음 Digraf이 있어요.

잘 듣고 따라 읽어 보세요.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31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4과 ㅣ

잘 듣고 따라 읽어 보세요.

I      I       I       I       I       I       I

I           BU         GU       RU

IBU            GURU 

BA BA BA BA BA BA BA

BA      PAK     GU      RU

BAPAK        GURU



 신나는 단어 놀이

032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4과 ㅣ

ibu guru

bapak guru

murid

guru

bunga

nyamuk

단어에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 단어를 읽어 보세요.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33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4과 ㅣ

이 사람

Ini orang (X)
Orang ini (O)

여학생 

Perempuan murid (X)
Murid perempuan (O)

한국 사람

Korea orang (X)
Orang Korea (O)

인도네시아어는 꾸며주는 말이 뒤에 와요.



 재미있게 해봐요

034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4과 ㅣ

Ibu guru

Bapak guru

Murid perempuan

Murid laki-laki

점선을 따라 글자를 써 보아요.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35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4과 ㅣ

인도네시아에서는 머리를 만지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친구나 동생이 귀여울 때 머리를 만지며

"아이고, 귀여워."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머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머리를 만지면 예의에 어긋나요. 





ㅣ 5과 ㅣ

Selamat Pagi!
안녕! (아침인사)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38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5과 ㅣ

pagi  아침 selamat pagi  좋은 아침

ibu  어머니, 여성 존칭 guru  선생님 ibu guru  여자 선생님  

Pagi, Ani!

Selamat pagi, Ibu Guru!

Selamat pagi, 
Ani!

Pagi, Budi!

단어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39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5과 ㅣ

Sampai jumpa besok, Ani!

Sampai jumpa besok, 
Ibu Guru!

Dah, Ani!

Dah, Budi!

sampai jumpa  또 만나 besok  내일  

dah  잘가!(Dadah 의 줄임말, 헤어질 때)

단어



 신나는 단어 놀이

040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5과 ㅣ

인도네시아에서는 시간에 따라 인사가 달라요.

헤어질 때는 대개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해요.

친구에게 인사할 때는 selamat을 생략해도 돼요.

Selamat pagi.  아침 인사

Selamat siang.  낮 인사

Selamat sore.  오후 인사

Selamat malam.  저녁 인사

Sampai(jumpa)besok.  내일 만나.

Sampai jumpa lagi.  또 만나.

Dah.  잘 가.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41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5과 ㅣ

인도네시아어의 인칭대명사를 알아볼까요?

단수 복수

1 인칭 aku, saya kami, kita

2 인칭 kamu, Anda kalian

3 인칭 dia mereka



 재미있게 해봐요

042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5과 ㅣ

Pagi!

Selamat pagi!

Sampai jumpa besok!

Dah!

점선을 따라 글자를 써 보아요.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43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5과 ㅣ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기

인도네시아에서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사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말을 건네요.

사진출처 : http://lecturer.ukdw.ac.id/mahatmanta/journal/?p=4363#.W7YQ2WgzZPY





ㅣ 6과 ㅣ

Nama Aku Budi
내 이름은 부디야

이름과 국적을 묻는 표현을 배우고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46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6과 ㅣ

nama  이름 siapa  누구 bertemu dengan  ~와 만나다

juga  역시

단어

Ani: Siang, nama kamu siapa? 

Budi: Siang, nama aku Budi.

Ani: Senang bertemu dengan kamu.

Budi: Aku juga.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47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6과 ㅣ

kalau   ~한다면, 그렇다면

단어

Budi: Kalau kamu?

Ani: Nama aku Ani. 

Budi: Senang bertemu dengan kamu.

Ani: Aku juga.



 신나는 단어 놀이

048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6과 ㅣ

인도네시아어로 안부를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 

감사 표현, 그리고 사과 표현을 알아볼까요?

Apa kabar? 잘 지냈니?

Kabar baik. 잘 지냈어.

Terima kasih. 고마워.

Terima kasih kembali.  천만에.

Maaf. 미안해.

Tidak apa-apa. 괜찮아.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49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6과 ㅣ

인도네시아어의 의문사를 알아볼까요?

이름을 물어볼 때 한국어에서는

'무엇'이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지만,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누구'라는 뜻의

의문사를 사용해요.

Apa는 무엇, 무슨이라는 뜻이에요.

Apa ini?  이거 뭐니?

Apa itu?  그거 뭐니?

Siapa는 누구라는 뜻이에요.

Siapa dia?  그 사람은 누구니?

Siapa nama kamu? 네 이름이 뭐니?



 재미있게 해봐요

050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6과 ㅣ

다음 예문을 보고 자기소개와 친구소개를 해보세요.

Selamat pagi!
Nama aku Ani.
Nama kamu Budi.
Nama dia Tuti.

Selamat             !

  Nama aku           .

Nama kamu           .

  Nama dia           .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51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6과 ㅣ

 왼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나 악수할 때, 

물건을 주고 받을 때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요. 

옛날부터 왼손은 바르지 않은 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면 예의에 어긋나요.





ㅣ 7과 ㅣ

Ini Ibu Aku
이 분은 우리 엄마야

인도네시아어로 가족 소개를 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54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7과 ㅣ

siapa 누구  ini 이, 이것, 이 사람  ibu 어머니

Budi: Pagi, Ani!
Ani: Pagi, Budi!
Budi: Siapa dia?
Ani: Ini ibu aku.

단어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55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7과 ㅣ

perkenalkan  소개하다 senang  즐겁다, 반갑다 dengan  ~와/과

berkenalan  알게 되다  tante 이모, 고모, 숙모, 아주머니

Budi: Selamat pagi.
Ani: Perkenalkan. Ini ibu aku. 
Budi: Senang berkenalan dengan tante.
Ibu: Aku juga.

단어



 신나는 단어 놀이

056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7과 ㅣ

Kakek

Ibu BibiAyah Paman

Aku Adik Sepupu

Nenek

Kakak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57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7과 ㅣ

인도네시아어의 지시대명사는 ini와 itu입니다.

Ini Ani.   이 사람은 아니야.

Apa itu?  그거 뭐니?

Itu buku.  그것은 책이야.

Itu pensil.  저것은 연필이야.



 재미있게 해봐요

058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7과 ㅣ

다음을 따라 써 보세요.

Ini ibu aku.

Senang berkenalan dengan 
om dan tante.

Ini ayah aku.

Kami juga.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59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7과 ㅣ

찌삐까 찌삐끼 Cipika Cipiki

인도네시아 여자들은 가끔 '찌삐까 찌삐끼'로 인사해요. 

'찌삐까 찌삐끼'는 cium pipi kiri, cium pipi kanan의 줄임말이에요. 

'왼쪽 볼에 뽀뽀, 오른쪽 볼에 뽀뽀'라는 뜻으로

서로의 볼을 맞대며 인사하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끼리 하며 남녀 사이에는 안 해요.





ㅣ 8과 ㅣ

Berapa Nomor Telepon Kamu?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인도네시아어로 수를 셀 수 있다.

학습목표



   함께 이야기해요Ⅰ

062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8과 ㅣ

Ani: Eh Budi, kamu ada ponsel? 
Budi: Ada.
Ani: Berapa nomor telepon kamu?
Budi: Nomor telepon aku 011-2233-4455. 
      Kalau kamu?
Ani: Nomor telepon aku 011-6677-8899.

단어

eh ~야 ponsel 휴대폰 

berapa 몇, 얼마, 얼마나 nomor 번호 telepon 전화



    함께 이야기해요Ⅱ   함께 이야기해요Ⅰ

063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8과 ㅣ

punya 가지다  pensil 연필  batang 자루(수량사) 
buah 개 (수량사)  penghapus 지우개

Ani: Kamu punya berapa batang pensil? 

Budi: Aku punya tiga batang pensil.

Ani: Kamu punya berapa buah penghapus?

Budi: Aku punya sebuah penghapus.

단어



 신나는 단어 놀이

064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8과 ㅣ

buku

pensil

penghapus

meja

kursi

apel

jeruk

timun

그림에 맞는 이름을 찾아 연결하세요.



   정확하게 배워요 신나는 단어 놀이

065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8과 ㅣ

인도네시아어로 1부터 10까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까요?

사물을 셀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량사를 알아볼까요?

empatduasatu limatiga

delapanenam

buah 

batang

sebuah buku 

dua batang 
pensil

sepuluhsembilantujuh



 재미있게 해봐요

066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8과 ㅣ

다음 그림을 보고 물건이 몇 개 있는지 인도네시아어로 써 보세요.



  신기한 문화 탐험 재미있게 해봐요

067LG다문화학교 인니어 1단계 8과 ㅣ

뚜와가빳 Tuwagapat
인도네시아어로 '하나, 둘, 셋, 넷'은 '사뚜 satu, 두아 dua, 띠가 tiga, 

음빳 empat'이나 아이들은 줄여서 '뚜와가빳 tuwagapat'이라고 해요. 

각 숫자의 마지막 음절만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Satu의 tu, dua의 wa, tiga의 ga, empat의 pat을 합쳐서 

'tuwagapat'이라고 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