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語で学ぶ実践英語～TOEIC語彙編～ 

-問題プリント- 

 

◆ SECTION1 ~基礎語彙の色々な意味~ 

✓ 語彙確認 

Q1 ‘ship(동)’に合う韓国語は？？ 

1. 여행하다   2. 출하하다   3. 출석하다 

A.           

 

✓ 単語リスト 

 

英語 品詞 韓国語 

 동 

여행하다 

이동하다 

 동 출하하다 

 동 출석하다 

 

 

例文 

⚫ We will ship your order by air. 

주문(하신 물건)은 (    )겠습니다. 

⚫ I traveled 20 hours on a plane. 

20 사간 들여서 비행기로 (      ). 

비행기로 이동하는데 20 시간 걸렸다. 

⚫ I have to attend a three-day conference. 

나는 사흘간의 회의에(     )야 한다. 

 

  



✓ 語彙確認 

Q2 ‘copy(명)’に合う韓国語は？？ 

1. (책/신문) 부  2. 서적   3. 글쓴이 

A.＿＿＿＿＿＿＿＿＿＿＿ 

 

✓ 単語リスト 

 

英語 品詞 韓国語 

 명 (책/신문)부 

 명 서적 

 명 글쓴이 

 

 

例文 

⚫ Could you send me a copy of the latest catalog? 

저에게 최신 카탈로그 (  ) (  ) 보내 주시겠어요? 

⚫ This book will be published a year later. 

이 (    )은 일년 후에 출판될 것이다. 

⚫ The author of a popular book will visit Japan next week. 

인기 있는 책의 (      )는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 語彙確認 

Q2 ‘연구/조사(명)’に合う英語は？？ 

1. study  2. report   3. Resume 

A.＿＿＿＿＿＿＿＿＿＿＿＿＿ 

 

✓ 単語リスト 

 

英語 品詞 韓国語 

study 명  

report 명  

resume 명  

 

 

例文 

⚫ I’m involved in a study of education. 

저는 (      )에 관여하고 있어요. 

⚫ Please note that a report’s due date is next Monday. 

(      )의 제출날 (제출 만기일)은 다음주 월요일임을 

알려드립니다. 

⚫ Please mail me your resume by Friday. 

금요일까지 (      )를 저에게 부쳐 주십시오. 

 

  



✓ 翻訳チャレンジ 

Q1.韓国語に翻訳してみよう！ 

Our team announced the results of study. 

                                

Q2.英語に翻訳してみよう！ 

 나는 전화번호부 한 부 샀다. 

*ヒント 

                                                             전화번호부：telephone directory 

                                  

 

 TOEIC実践クイズ 

1. 空所にあてはまる語句をいれよう！ 

Omson Logistics, Inc. makes ---- goods internationally easy and cost-effective for 

both small and large firms. 

 

(A)has shipped  (B)shipping  (C)will ship  (D)ships 

 

A.________________________ 

 

2. 次の韓国語は日本語で？？ 

⚫ 간편하다 → 

⚫ 가성비가 좋다 → 

⚫ 국제배송 → 

 

  



◆ SECTION2 ~品詞の見分け方~ 

✓ 語彙確認 

Q1 ‘success’の形容詞形は？？ 

1. successfully   2. successful   3. succeed 

A.        

 

✓ 単語リスト 

 

英語 品詞 韓国語 

success   

successful  

 

 

successfully   

succeed  

 

 

 

 

例文 

⚫ What is the secret of your success? 

당신의 (     ) 비결은 무엇입니까? 

⚫ He is one of a successful applicant. 

그는 (      )의 한 명이다. 

⚫ She finished that work successfully. 

그녀는 일을 (   ) 마무리했다. 

⚫ My friend succeeded as a photographer.  

제 친구는 사진가로서 (      )습니다. 

  



✓ 語彙確認 

Q1 ‘acceptably’の名詞形は？？ 

1. accept   2. acceptable   3. acceptance 

A.        

 

✓ 単語リスト 

 

英語 品詞 韓国語 

acceptably   

acceptance  

 

 

accept   

acceptable  

 

 

 

 

例文 

⚫ Not many people these days can read prose aloud acceptably. 

요새는 산문을 제법 낭독할 만한 자는 많지 않다. 

⚫ I’ve got an acceptance letter. 

나는 (        )를 받았다. 

⚫ I have accepted a job offer. 

나는 고용제의를 (         ). 

⚫ Any nationality is acceptable. 

국적을 (        ). (어느 국적이든 (     )됩니다.) 

 

  



✓ 翻訳チャレンジ 

Q1.韓国語に翻訳してみよう！ 

We flatter ourselves that we are a competitive company. 

*ヒント 

                                            flatter ourselves : 자부하다 

                                

Q2.英語に翻訳してみよう！ 

 그는 사업에서 성공했다. 

*ヒント 

                                                                       inを使う！ 

                                  

 

 TOEIC実践クイズ 

3. 空所にあてはまる語句をいれよう！ 

Qenlo City could possibly ---- MWM, Inc., as a primary contractor for some 

residential service that it now carried out. 

 

(A)acceptable   (B)acceptably   (C)accept   (D)acceptance 

 

A.________________________ 

 

4. 次の韓国語は日本語で？？ 

⚫ 주된 → 

⚫ 계약자 → 

⚫ 주택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