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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A

The temperatures are also high /during monsoon season, /reaching about 20 to 30
degrees Celsius. 기온이 역시 높다/ 장마철에/ 섭씨 20도에서 30도에 달해
Humidity is the highest /in July /at 80 to 90 percent. 습도는 가장 높다/월에/80~90퍼센
트로
It feels very humid and sticky, /so many people use dehumidifiers/ in the summer.
매우 습하고 끈적하게 느껴서/ 많은 사람들은 제습기를 사용한다/ 여름에
Dehumidifiers get rid of some of the moisture/ in the air. 제습기는 습기 일부를 제거한
다/공기중에
It is also important /to drink a lot of water/ because you will sweat a lot /during
monsoon season. 또한 중요하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장마철
에

B

South Korea has four distinct seasons. 한국은 네 가지 뚜렷한 계절을 가지고 있다.
Summer is known/ for its humidity /as well as for monsoon season. 여름은 알려져있
다/ 습기로/ 장마뿐아니라
The Korean word for monsoon season is “jangma.” 몬순시즌의 한국말은 장마이다
Monsoon season /starts /in late June or early July/ in South Korea /and lasts/ until
September. 장마는 시작한다/ 6월말이나 월초에/한국에서/그리고 지속된다/9월까지

C

Monsoon season does not only affect South Korea. 장마철은 한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North Korea, China, Japan, and other countries /also experience /monsoon season.북
한,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 역시 장마철을 겪는다
When the different temperatures in Asia and the Pacific Ocean meet, /it creates a
lot of moisture/ in the air. 아시아와 태평양의 다른 기온이 만나면/ 그것은 많은 습기를 만
들어 낸다/ 공기중에

D

It rains more /during monsoon season /than any other time of year. 비가 많이 내린다
/ 장마철에/ 한해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South Korea has 1,200 millimeters of rainfall a year, but in January, there is only
about 15 millimeters of rainfall. 한국은 일년에 1200밀리리터의 강수량을 가지지만/ 1월에
는 약 15밀리리터의 강수량만이 있다.
In June, there is about 170 millimeters of rainfall. 6월에는 약 170밀리리터의 비가 있다
In july, when monsoon season is the worst, there is an average of 350 millimeters
of rainfall. 7월에/ 장마가 가장심할 때/ 평균 350밀리리터의 비가 온다
It is best /to have an umbrella with you/ at all times, because it is likely to rain
/most days of the monsoon season. 가장 좋다/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항상/ 비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마철엔 거의 매일
-monsoon season: 장마/장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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