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기획]
박충식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지원 부장
김은지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지원부 과장
석주영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지원부 주임
[책임 집필]
심혜령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교수/연세대학교 문학박사
[공동 집필]
진정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홍윤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경희대학교 문학박사
이승연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학 객원교수/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이선중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객원교수/배재대학교 문학박사
[연구 보조]
길혜빈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연구보조원/경희대학교 박사 과정
김경미 건양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강사/배재대학교 박사 과정
김미영 충북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강사/배재대학교 박사 과정
김성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과정 수료
김세정 한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배재대학교 문학석사
이수현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사/연세대학교 박사 과정
정희연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사/배재대학교 박사 과정
최유진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고려대학교 박사 과정 수료
[번역]
라이온코리아(주)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강현화
발행처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www.ksif.or.kr
편집·디자인 ㈜스톰미디어
ISBN 9791185872803(93710)
Ⓒ2020 세종학당재단
이 책의 저작권은 세종학당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 또는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당
온라인 세종학

사이버 1
한국어 중급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Cyber Korean Courses - Intermediate 1

발간사

2020년은 모두의 기억에 남을 한 해였습니다. 2020년 2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
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한국문화가 널리 알려
졌습니다. 한류의 정점에서 학습자들이 세종학당에 문을 두드리던 때 갑작스러운 코
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
으며,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들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을 만날 수 있도
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https://www.iksi.or.kr)을 전격 운
영하였으며, 37,000여명(’20년 11월 기준)의 학습자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
다. 비대면 시대에도 여전히 한국어 학습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이버 한국어 중급> 교재는 <사이버 한국어 초급> 교재에 이어
후속 교재로 개발되었으며, 국제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3, 4급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
및 문법 표현을 충실히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이 실생활 한국어를 자연스
럽게 익힐 수 있도록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기능별 다양한 연습 활동과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를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2’ 온라인 학습 과정과 함께 공부한다면 학습 효과
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http://www.iksi.

or.kr)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교재는 온라인을 통해 E-book 형태로도 제
공되며, 지침서와 활동지, 교사용 수업자료 등을 모든 교원 및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재단은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한
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사이버 한국어 중급> 교재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배재대학교 심혜령 교수님을 비롯하여 개발에 참여해 주신 집필
진 및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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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

머리말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글로벌화가 범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한국어 학습자 역
시 다양해짐에 따라 이제 전 세계 백 수십여 곳의 세종학당은 제각기 다른 한국어 학습
자의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며 발전해 가야할 시대적 요구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세
종학당재단에서는 고정적 교육과정 중심의 집합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0년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
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자는 등급
에 따라 그 목적과 요구의 양상에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중급에 이르면 학습자들의 한
국어 학습의 목적과 학습자 특성이 초급과 크게 변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
급의 학습자 변인 등이 고려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콘텐츠와 그 교재
를 새로 개발하였습니다.
금번 개발된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2’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함
으로써 기존 세종학당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종학당 중
급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온·오프라인 양방향 교육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의 특징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이 조화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 및 블렌디드 러닝을 지향한 콘텐츠로 개발되었습니다. 자기주도적,
모듈식, 온·오프라인 양방향 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로 함께 개발된 본 교재 역시 학습
자 및 교육 현장의 특징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모듈 및 수업 시수에 따라 학습 내용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2’와 그 교재 개발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
다. 우선 새 시대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재 집필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완성
도 높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축과 교재 편집에 최선을 다해 주신 스톰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동병상련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시도한 모듈형 교육
과정 개발과 내용 집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신 집필진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
터의 진한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본 교재와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한국
어 학습자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저자 대표 심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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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Preface

2020 was a memorable and challenging year for all of us. In February 2020, director Bong Joon-ho’s film Parasite was awarded the Best Picture at the Academy
Awards and spread Korean culture across the globe. When learners knocked the door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in the peak of Hallyu (Korean wave), we were not able to
meet face-to-face with our students due to the sudden outbreak of COVID-19.
Making the utmost effort to spread Korean and Korean culture amidst the
COVID-19 pandemic, the foundation provided support for the learners to meet a
"small Korea in every country of the world" anytime and anywhere online. Therefore,
the King Sejong Institute website (https://www.iksi.or.kr) was fully operated, and we
were able to meet approximately 37,000 students online (as of November 2020). The
passion of learning Korean continues even in this "contectless era."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textbook was developed as a sequel to "Cyber Korean Beginners Course," aimed to faithfully contain the vocabulary and grammar included in Level 3 and 4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Additionally, it provides a variety of activities and assignments for learners
to naturally acquire real life Korean through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Korean.
If you take the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1 and 2" online along with
this textbook, you can increase the learning efficiency. Online courses can be accessed
through the website of King Sejong Institute (http://www.iksi.or.kr). Moreover, this
textbook is provided as an E-book online, and instructions, activity sheets, and teaching materials are provided for all teachers and students.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KSIF) will keep on working towards spreading Korean and Korean cul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learning materials.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many teachers who helped in
creating the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textbook. I sincerely thank Professor Shim Hye-ryeong from Pai Chai University and all the authors and staff that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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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Hyun-hwa, President of KSIF

머리말 Introduction

A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re constantly progressing in a
global scale, those learning Korean are diversifying as well. Therefore, the King Sejong
Institute, located in more than 100 locations across the globe, is now facing the need of
the time to develop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and situation of each Korean learner.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classroom education based on a fixed curriculum, the
"Cyber Korean Beginners Course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was developed
considering the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the field.
As students of King Sejong Institute all have different purposes and demands according to their level, however, we were able to observe that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learners who have reached an intermediate level were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beginners course. Therefore, the content and textbook of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of the Online Sejong Institute was developed considering these
changes in intermediate students.
The new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1 and 2"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to keep consistency between the previous
King Sejong Institute curriculum, designed to address the various demands and situation
of intermediate learners and provide a two-way — online and offline — educational system. Also, its content was developed aiming for micro-learning and blended learning that
can balance the strengths of both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This textbook, created for
self-directed, modular and two-way education of online and offline, was designed for the
learner to select what to learn according to the self-directed learning module foll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and its learning environment.
Countless peopl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1 and 2."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Kang Hyun-hwa for her generous suppor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content and publishing the textbook tailored to
the new era, as well as all the staff who helped with the project. Additio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staff members of Stormmedia, who have done the utmost to structure the high-quality content and edit the textbook. Above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all the authors of this textbook who have spent countless days
and nights to develop and create the new content for this modular curriculum.
We hope that Korean learners across the globe can expand their love for Korean and
Korean culture through learning from this textbook and Korean education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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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uthor, Shim Hye-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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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교재 내용 구성
본 교재는 온라인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춰 세종학당 학습자로 하여금
상호 문화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교육과정’은 ‘마이크로 러닝’ 이론을 기반으로 각
학당의 상황에 맞춰 교육 내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듈식 교육과정’의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교재 역시 수업 시수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유창성과 정확성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풍부한 언어 지식과 다양한
기능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세종학당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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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Introductory Remarks
교재 내용 구성 Textbook Composition
This textbook was created for the student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to learn
fro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aim and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This textbook faithfully contains the content of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develop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The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was developed as a "modular curriculum" based on the "micro-learning theory by
selectively applying the educational content based on the situation of each institute.
Therefore, the textbook was also created so the learning content can be selectively
us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classes.
This textbook includes various activities and abundant knowledge on language
that can evenly develop the fluency and accuracy of Korean.
This textbook is structured so that each learner from different situation can learn
Korean by meeting his/he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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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구성

본 교재의 단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Part1

Part2

Part3

어휘 학습

어휘 연습

문법 학습 (1~3)

문법 연습 (1~3)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학습

어휘 연습

문법 학습 (1~3)

문법 연습 (1~3)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 통합
활동

PART 1에서는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정확성을 높이고, PART 2에서는 한국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한국어의 유창성을 키웁니다.
두 개 단원마다 있는 PART 3에서는 다양한 과제를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 외에 어휘와 문법을 더 연습할 수 있는 ‘익힘책’이 있습니다.

단원의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통해 학습자는 본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PART 1: 어휘와 문법으로 구성
• 어휘

주제를 상위어로 하여
하위어를 20개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예문은 맥락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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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어휘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해당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들도 일부
제시했습니다.

• 문법

‘정의’, ‘예시’, ‘정보’의
순서로 교육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연습 2는 문법의 성격에
맞는 상황맥락을 설정하여
단순 형태 연습에서
탈피한 응용된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연습 1은 해당 문법의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되거나
형태를 익힐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 PART 2: 의사소통 기능으로 구성
• 듣기

단원의 주제, 목표 어휘,
목표 문법, 언어 기능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담화를
구성했습니다.
PART 1에서 확장된 새 어휘
및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용 확인 문제를 3개
제시했습니다.
• 새 표현
PART 1에서 확장되어
새롭게 제시된 어휘나
표현은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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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담화 중심의 교육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말하기 학습’은 목표 문형을
활용한 짧은 대화문으로
구성했습니다.

‘말하기 연습’은 ‘말하기
학습’에서 제시한 짧은
대화문을 활용하여 형식
지향적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혼자서도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업 완수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말하기 과제’는 해당 단원의
주제에 맞춰 보다 자유로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 읽기

단원의 주제, 목표 어휘,
목표 문법, 언어 기능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글을
구성했습니다.
PART 1에서 확장된 새 어휘
및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용 확인 문제를 3개
제시했습니다.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쓰기 학습’은 목표
문형을 활용한 짧은 글로
구성했습니다.

‘쓰기 연습’은 ‘쓰기
학습’에서 제시한 짧은 글을
활용하여 형식 지향적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12

‘쓰기 과제’는 해당 단원의
주제에 맞춰 보다 자유로운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 부가 문법

PART 2에서 새롭게 제시된
문법입니다.
‘정의’, ‘예시’, ‘정보’의
순서로 정보를 제시했으며,
문법 연습도 별도
제시했습니다.

▶ PART 3: 두 단원마다 기능 통합형 과업 제시

보다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다양한 표현
연습이 가능하도록 기능
통합형(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등)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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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

중급 1 권

PART 1
단원

제목

1과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PART 2

주제 및
어휘

문법

부가
문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임

-으려면
-으면 되다
안 되다

으로부터

신입 회원
환영회

모임 소개 및
가입
권유하기

모임에서
일어난 일

모임
안내하기

부모님의
만남

추억이 담긴
물건에 대해
말하기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해
쓰기

결혼 계획

새해 계획
말하기

이루고
싶은 꿈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
목록 쓰기

자기 계발
활동

질문에
대답하기

자기 계발의
방법

강의 후기
쓰기

운동 경기
관람

새로 나온
노래나
드라마
추천하기

영화
박물관 관람 한 줄 평 쓰기,
별점 주기

어제 친구를
-어도
-잖아(요)
2과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남과 추억
만났어요
-고 싶어 하다
3과

열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계획과 바람
이룰 수 있어요

4과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5과

-니, -어라
우리 팀이 이겨서
관람과 감상 -자, -는구나
정말 신나더라
-더라, -더군(요)

자기 계발

-으나
-어야

뿐

-는다
-어지다

-다가

취미

-나 보다
-는가 보다
-으니

-은 결과

여행을 가는
대신에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네요

휴식과 휴가

-느라고
-자마자
-는 대신에

-어야지

8과

궁금한 것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인터넷과
컴퓨터

9과

제 친구는 성격이
성격과 외모
활발해요

6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7과

10과

14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능력과 평판

-어야겠-을 텐데

요

-었었-어 보이다
-거든
-는 편이다
같이

이면

새로운 취미
취미 활동
활동
권유하기

휴식

등산

최근에 시작한
취미를
소개하는
메일 쓰기

휴가 때
게시판에
수면 시간과
할 일에 대해
고민 털어놓고
건강
조언하기
조언 구하기

인터넷
동영상

인터넷 통신
매체의 좋은
점에 대해
평가하기

1인
미디어 방송

애플리케이션
사용 후기
쓰기

사람의
생김새

자기
소개하기

사람을
소개하는 글

친구
소개하는
글 쓰기

사람의 업적

존경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글 쓰기

사람의
능력 평가

친구의 능력
평가하며
말하기

PART 3

읽고
쓰기

읽고
쓰기

읽고
쓰기

읽고
쓰기

듣고
말하기

채소를 사려거든
11과
시장에 가세요

식품

12과

오늘은 제가
점심을 살 테니
새로 생긴
한식당에 가요

13과

고기를 양념에
넣고 나서 30분
기다립니다

요리

휴가철이 다 되어
가는데 휴가
계획은 세웠어요?

일정

여행을 가려고
15과 인터넷에서 숙소를
찾는 중이에요

숙소

14과

외식

여행 가방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여행 준비와
16과
가방에 이름표를
짐 싸기
달았어요

-기 위해
-거든2

이고

-을 테니
-도록

식사 장소
추천하기

-는 만큼, 만큼 -은 다음
에
-고 나다

-어 가다/오다 만 아니면
-고서
-는다고1
-는 중이다
-는다고2

좋아하는
음식 재료
과일에 대해
사기
말하기

이란
이라고

-어 가지고
-던데1

-어다가

-기는
-으면 좋겠다

-어 드리
다

식사 장소
추천하기

여름휴가
계획

약속
변경하기

숙소

숙소를 정하
는 기준에
대해 말하기

숙소
이용 후기

숙소 예약을
문의하는
글쓰기

여행
여행 가방을
가기 전에 싸는 방법에
짐 싸기 대해 말하기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글쓰기

좋아하는
옷에 대해
말하기

옷 교환 신청

유행하는 옷
소개하기

생활용품
평가하기

생활용품
광고

중고
생활용품
판매하기

나이와
높임말

윗사람에게 부
탁하는
이메일 쓰기

중고 소파를
사려다가
새 제품을 샀어요

생활용품

-으려다가
-고 말다
-는 반면

생활용품

19과

한국 예절에
대하여 조언해
주세요

인간관계와
예절

-던
-는 탓에
에 대하여

신입생 때 식사 예절에
한 실수 대해 말하기

-는다거나1
-게 하다

회사 일을
할 때 도움
요청하기

사회생활

보고

행사 장소
제안하기

예약
변경하기

18과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식당 홍보

휴가지
정하기

의복

20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채소
소개하기

한국
음식을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사람들이
만드는
비 오는 날
만드는 방법
생일에
방법에
많이 먹는 음식 소개하기
먹는 음식 대해 말하기

흰색 셔츠가
청바지와
잘 어울려요

17과

채소의 효능과
채소를
먹을 때
주의할 점

옷 사기

회의
준비하기

회의록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메신저로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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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You shouldn’t be late to your appointments.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모임’ 및 ‘모임 활동’과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social
gatherings’ and ‘social activities.’

●

‘-으려면’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으려면’

‘-으면 되다 / 안 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으면 되다 / 안
되다’

●

‘으로부터’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으로부터’

어휘
●

Vocabulary

모임 관련 어휘

Social gatherings related vocabulary
●

모임 활동 관련 어휘

Social acrivities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으려면

듣기

Grammar
●

-으면 되다 / 안 되다

Listening

 신입 회원 환영회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welcoming parties for new members.

말하기

Speaking

 내가 가입한 모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Students can speak about social gatherings they
have participated in.

읽기

Reading

 모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events
at a social gathering.

쓰기

Writing

 모임을 안내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Students can write a notice on social gathering.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으로부터

어휘 Vocabulary
모임 Social gatherings

●

동아리
우리 동아리는 한국 전통 노래를 배우는 동아리예요.

●

동창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났어요.

●

동호회
요즘 주말마다 스키 동호회 사람들과 스키를 타요.

20

1과ㆍ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

Part 1

송별회
다음 달에 고향에 돌아가는 친구에게 송별회를 해 줬어요.

●

신입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은 모두 2명입니다.

●

환영회
기숙사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환영회를 해 주려고 해요.

●

회장
우리는 동창회 회장으로 정우를 뽑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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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모임 활동 Social activities

●

가입(하다)
이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

각자
내일 점심 식사는 각자 준비해서 오세요.

●

게시판
기숙사 선생님이 게시판에 기숙사 규칙을 붙였어요.

22

1과ㆍ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

Part 1

공지(하다)
선생님께서 시험 일정을 공지해 주셨어요.

●

그룹
2학년 그룹이 먼저 출발하면 우리 3학년 그룹이 따라 가겠습니다.

●

명단
동아리 회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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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모임 활동 Social activities

●

모이다
축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토요일 10시까지 운동장에 모이세요.

●

모집(하다)
보통 3월에 동아리 신입 회원을 모집해요.

●

목록
장을 보기 전에 사고 싶은 물건의 목록을 적었어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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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신청서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은 분은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써 주세요.

●

정기적
우리 동아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요.

●

활동
앞으로 동호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

회비
우리 모임의 회비는 3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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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descriptions and words that match with each other.

1)

회장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2)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3)

새로 들어온 사람을

동호회

환영하는 모임이에요.

4)

모임을 대표하는

환영회

사람이에요.

환영 welcome

26

대표 to represent

회원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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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모이다

가입하다

공지하다

모집하다

1)

테니스를 배우려고  테니스 동아리에                              았어요/었어요.

2)

이번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써서 회원을                               (으)면 어떨까요?

3)

회장이 모임 장소와 시간을 게시판에                              았어요/었어요.

4)

회원들이 모두                               (으)면 출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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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으려면
정의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행동을 할 의도나 의향이 있다고 가정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assumes an intention or willingness to do the act in the following
content.

예시

명동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7시에 일어나야 해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동사와 결합한다.
받침 O

먹다

먹으려면

받침 X

오다

오려면

받침 ‘ㄹ’

살다

살려면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규칙을 정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살다)

1

옷을                                     영수증을 가지고 오세요. (환불하다)

2

여기 있는 짐을 모두                                     큰 가방이 필요해요. (담다)

3

약속 시간에                                     지금 출발해야 해요. (늦지 않다)

28

1과ㆍ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하고 싶은 일

필요한 것

주말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

표를 미리 예매해야 하다

→ 주말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표를 미리 예매해야 해요.

1

하고 싶은 일

필요한 것

장학금을 받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다

→ 장학금을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2

하고 싶은 일

필요한 것

동호회에 가입하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다

→ 동호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3

하고 싶은 일

필요한 것

통장을 만들다

신분증이 필요하다

→ 통장을                                                신분증이 필요해요.

정하다 to decide
담다 to put in
통장 bank account

환불 to refund
장학금 scholarship

짐 luggage
제출 to 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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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으면
정의

되다 / 안 되다
-으면 되다
앞 말의 조건이나 상태만 갖추어지면 문제가 없거나 충분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there is no problem or that it is sufficient given the conditions of the
preceding content are met.

-으면 안 되다
앞 말의 행동이나 상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prohibiting or restricting of the actions or conditions of the preceding content.

예시

정보

숙제는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쓰레기는 저쪽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리시면 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여기는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떠들면 안 됩니다.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받침 O

먹다

먹으면 되다/안 되다

받침 X

오다

오면 되다/안 되다

받침 ‘ㄹ’

살다

살면 되다/안 되다

받침 O

작다

작으면 되다/안 되다

받침 X

크다

크면 되다/안 되다

받침 ‘ㄹ’

길다

길면 되다/안 되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면 되다/안 되다

받침 X

의사

의사면 되다/안 되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으면 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으면 되다.”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야기하다)

1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알고 싶을 때는 이 설명서를                                         . (읽다)

2

가: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 (쓰다)

3

가: 이건 어떻게 먹어요?
나: 고추장을 넣어서                                         . (비벼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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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으면 안 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으면 안 되다.” Use <Example> as a reference.

사진을 찍다

음식을 먹다 담배를 피우다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

보기

→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1
→ 도서관에서
                                                            .

2
→ 박물관에서
                                                           .

3
→ 영화관에서
                                                           .

쓰레기장 garbage
방법 method
비비다 rub

떠들다 talk
설명서 manual

자세하다 detailed
연락처 contact imformation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31

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이번 신입 회원
환영회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동아리방 club meeting room

32

회원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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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신입 회원 환영회에서 무엇을 해요? 모두 고르세요.

Choose all the answers that correctly state what they will do at the welcoming party.

①

②

③

④

2 환영회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Where will the welcoming party be held?

① 노래방

② 회의실

③ 동아리방

④ 학생 식당

3 이 대화 후 여자는 무엇을 할까요?

What will the woman do after this conversation?

① 동아리방에서 식사를 해요.

② 회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③ 남자에게 자기소개를 해요.

④ 자세한 모임 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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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모임 소개 및 가입 권유

가: 쯔엉 씨, 주말에 주로 뭐 해요?
나: 저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가: 그래요? 혹시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나: 네.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왜요?
가: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와 볼래요?
나: 와, 재미있겠네요. 저는 한국 음식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모임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가: 준비물은 따로 없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임 장소로 오면 돼요.
그냥 simply / just
참가 to participate

34

준비물 preparation materials

따로 separately

1과ㆍ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사진 찍다

좋아하지만 잘 찍지는 못하다

친구들과 함께 멋있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람들과 함께 찍으러 다니다
사진기가 필요하다, 사진기를 가지고 공지된 장소로 오다
가: 쯔엉 씨, 주말에 주로 뭐 해요?
나: 저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보기

가: 그래요?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나: 네.                                                              . 왜요?
가: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
정말 재미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와 볼래요?
나: 와, 재미있겠네요. 저는                                                 적이 없어요. 모임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가:                                                        .                                                                                .

과제

1

여러분은 무슨 모임에 나가요? 무엇을 하는 모임이에요?

2

그 모임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3

What kind of social gatherings do you take part in? What kind of gathering is it?

What do we need to do to join that meeting?

특별한 준비물이 있어요?
Do we need any special supplies o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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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안녕하세요.
한 회원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며칠 전, 배우 이진우 씨의 팬미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팬미팅에
가려면 표를 미리 사야 하는데 이번에는 소식을 늦게 알아서 사지 못했습니다.
저는 팬미팅에 못 가게 된 것이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팬클럽 인터넷
게시판에 썼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회원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티켓이 있지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께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회원님에게서 받은 티켓으로 저는 팬미팅에 갈 것
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하다 to convey
안타깝다 regret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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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미팅 fan meeting
팬클럽 fan club

소식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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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이 사람은 왜 이 글을 썼어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tter?

① 티켓을 사고 싶어서

② 팬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서

③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④ 팬미팅에 함께 갈 친구를 찾으려고

2 이 사람은 어떻게 팬미팅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How did this person get to participate in the fan meeting?

① 팬미팅 티켓을 미리 사서

② 배우의 팬클럽에 가입해서

③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봐서

④ 다른 회원에게서 티켓을 선물 받아서

3 시간 순서대로 그림을 맞춰 보세요.

Arrange the pictures in chronological order.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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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으로부터
정의
예시

정보

앞 말이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출발점이 되거나 그것이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ostposition indicating that an action or situation originates from the attached noun.

언니로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무실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삼 년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

받침 O

학생

학생으로부터

받침 X

의사

의사로부터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산 책이에요. (지금)

1

30분 전에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회사)

2

집에 가 보니까                                 선물이 와 있었어요. (고향)

3

편의점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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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hang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친구가 결혼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 친구로부터 결혼 축하 메시지를 받았어요.

리
 사 씨가 쯔엉 씨 소식을 자주 말했어요.
→                                              쯔엉 씨 소식은 자주 들었어요.

2

농
 구 동아리 회장이 소개를 해서 이 병원에 왔어요.
→ 농구 동아리                                              소개를 받아서 이 병원에 왔어요.

3

세
 종학당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 세종학당                                              한국어를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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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친구 안내하기
모임
소개하기
나와 마라톤
가장 친한
동호회
친구의
회원님들께
이름은 김미라이다.
우리는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다.
미라의
안녕하세요?
첫인상은 조금
회장차가워
김대한입니다.
보였었다.
그런데
이번
실제로는
주 금요일
친절하고
저녁 6시에
밝은 성격이다.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힘든 모임
일이 장소는
있는 친구들에게
세종빌딩 미라는
1층에 있는
힘이한아름식당입니다.
되는 말을 많이 해 준다.
나도 이번
미라에게
모임에
위로를
참여하시려면
많이 받았다.
답장을 보내 주세요.
미라는
회비는
나에게
20,000원입니다.
정말 둘도 없는 그날
좋은 저에게
친구이다.
직접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마라톤 mar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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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hiking trail

입구 entrance

1과ㆍ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등산 동아리 회원
등산을 하다

회장 이만세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6번 출구 앞

9시까지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 와서 연락하다

보기

직접 등산 장소로 오다
15,000원

토요일 아침에

등산 동아리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입니다.                                                              
                                                                 에                                          .
모임 장소는                                                                     입니다.                                                                                          


.                

회비는                            입니다. 그날 저에게 직접 주시면 됩니다.                                  
그럼,                                      뵙겠습니다.                                                                     

과제

1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임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2

언제 모임을 해요? 모여서 무엇을 해요?

3

어디에서 모여요?

4

모임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준비물이 있어요?

What is the name of the social gathering you are active in?

When do you meet? What do you do together?

Where do you meet?

What is needed to attend the meeting? Do you have to prepare anything?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41

02과
어제 친구를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Yesterday, I met my friend at the train station by coincidence.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만남’ 및 ‘추억’에 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meetings’ and
‘memories.’
●

‘-어도’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도’
●

‘-잖아(요)’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잖아(요)’

 ‘-고 싶어 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고 싶어하다’

어휘
●

Vocabulary

만남 관련 어휘

Meetings related vocabulary
●

추억 관련 어휘

Memories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Grammar

-어도     ● -잖아(요)     ● -고 싶어 하다

듣기

Listening

 부모님의 만남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how the parents first met.

말하기
●

Speaking

추억이 담긴 물건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mementos.

읽기

Reading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a
memorable teacher.

쓰기

Writing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

Students can write about a moment to remember.

어휘 Vocabulary
만남 Meetings

●

결혼(하다)
대한 씨와 미카 씨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

만남
저는 리사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어요.

●

반하다
후안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

소개팅
저는 소개팅에서 지금의 여자 친구를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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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ㆍ어제 친구를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

Part 1

연인
남산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 장소로 유명해요.

●

우연히
어제 친구를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

인상
회사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

첫인상
그 사람은 첫인상이 좋아서 더 만나 보려고 해요.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45

어휘 Vocabulary
추억 Memories

●

고백(하다)
친구에게 제가 실수한 것을 고백했어요.

●

고생(하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

기념(하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

담기다
추억이 담긴 물건은 버리기가 어려워요.

●

떠오르다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까 고등학교 때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

똑똑히
저는 그 말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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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소중하다
이 사진에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어요.

●

순간
우리 팀이 홈런을 치는 순간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이 기뻐서 박수를 쳤어요.

●

영원히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

우정
친구들과의 우정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

인생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

추억
지나간 모든 순간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47

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인상

떠오르다

소중하다

1)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름이                               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2)

그 사람에게 첫눈에                               아서/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3)

저에게 이 인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으)ㄴ 것입니다.

4)

민국 씨는 친절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을/를 줍니다.

당황 be embarr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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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다

첫눈 at first sight

법적 legal

2과ㆍ어제 친구를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Part 1

2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descriptions and words that match with each other.

1)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결혼

2)

서로 사랑하여

만남

사귀는 사람들

3)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연인

부부가 되는 것

4)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어

소개팅

남녀가 만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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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어도
정의

앞에 오는 말을 가정하거나 인정하지만 뒤에 오는 말에는 관계가 없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si a connective ending that accepts the preceding content as true but indicates doubt
about the relevancy or impact of the following content.

예시

정보

후안 씨는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해요.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못 먹겠어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ㅏ, ㅗ

오다

와도

ㅏ, ㅗ  X

먹다

먹어도

하다

공부하다

ㅏ, ㅗ

작다

작아도

ㅏ, ㅗ  X

길다

길어도

하다

조용하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라도

받침 X

의사

의사라도

공부해도

조용해도

(명사)이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연휴가 아무리 짧아도 이번 가을에는 여행을 갈 거예요. (짧다)

1

저는 아무리                                     양치질은 꼭 하고 자요. (피곤하다)

2

내일 비가                                     등산을 갈 생각이에요. (오다)

3

약을                                     머리가 아파요.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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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ㆍ어제 친구를 우연히 기차역에서
9과ㆍ성격과
만났어요
외모

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보기

오랜 시간이 지나다

시원하지 않아요

선풍기를 틀다

기차를 탈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비싸다

여자 친구를 처음 만난
순간은 똑똑히 기억나요

지금은 빨리 뛰어가다

그 카메라를 꼭 사고 싶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자 친구를 처음 만난 순간은 똑똑히 기억나요.

1

                                                                                                                                                              .

2

                                                                                                                                                              .

3

                                                                                                                                                              .

아무리 no matter how (much / often / etc.)
양치질 brush one's teeth
선풍기 fan

연휴 holiday
뛰어가다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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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잖아(요)
정의

어떤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정정하듯이 말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when the speaker wishes to check or correct the accuracy of
something stated by the other party.

예시

가: 우리 명동에 버스를 타고 갈까?
나: 이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히잖아. 지하철을 타는 게 좋겠어.
가: 오늘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나: 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가: 우와. 공원에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나: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놀러 나왔겠죠.

정보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먹다

먹잖아

오다

오잖아

작다

작잖아

크다

크잖아

받침 O

학생

학생이잖아

받침 X

의사

의사잖아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공휴일 public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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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다 to reduce

출근 to go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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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닫다

보기

싸다

시끄럽다

공휴일이다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 주세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1

주말에는 우체국이 문을                                   . 편지는 월요일에 보냅시다.

2

가: 학교 앞 식당이 맛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게 좋겠어.
나: 그래. 가격도                                   .

3

가: 9시가 넘었어요. 출근 안 해요?
나: 네. 오늘은 회사에 안 가요.                                   .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있다

보기

1

좋다

살았다

배탈이 나다

가: 저 배우가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네요.
나: 인기가 있잖아요.

가: 샤오위 씨는 인기가 많네요.
나: 똑똑하고 성격도                                   .

2

가: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 그러니까 그만 먹어.
나: 이것만 먹을게요.

3

가: 한국 음식을 잘 먹네요.
나: 제가 한국에서 1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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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고

싶어 하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정의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what someone other than the speaker himself/herself wants.

예시

사비나 씨는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대한 씨가 야구를 보고 싶어 해서 야구장에 같이 갈 거예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동사와 결합한다.

먹다

먹고 싶어 하다

오다

오고 싶어 하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갖다

보기

살다

보다

배우다

사비나 씨가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해요.

1

누나는 사람이 많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아요/어요.

2

친구가 바다를                                   아서/어서 같이 바다에 다녀왔어요.

3

동생이 제 모자를                                   아서/어서 동생에게 모자를 줬어요.

전통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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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basebal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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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놀다

받다

떠나다

일하다

보기

→ 리사 씨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1
→ 민국 씨가 이번 휴가 때 제주도로
여행을                                                       .

2
→ 후안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 회사에서                                                       .

3
→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

칭찬 compliment

놀이터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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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엄마, 아빠를 어떻게
만났어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56

우리는 소개팅에서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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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아빠와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요?

How did the mother and father first meet?

①

②

③

④

2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What was the mother’s first impressions of the father?

① 무서웠어요.

② 친절했어요.

③ 재미있었어요.

④ 인상이 좋았어요.

3 엄마가 아빠에게 반한 이유를 고르세요.
What made the mother fall for the father?

① 엄마와 성격이 비슷해서
② 운동을 잘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③ 소개팅에서 한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④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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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친구 소개하기
추억이
담긴 물건에 대해 말하기

가: 이건 뭐예요? 오래된 휴대 전화네요.
나: 네.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산 휴대 전화예요.
가: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왜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지금 쓸 수도
없잖아요.
나: 네. 하지만 중학교 때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이어서 가지고 있어요.
볼 때마다 중학교 때 친구들 생각이 나요.
가: 맞아요. 그렇게 소중한 것은 쓸 수 없어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 같아요.

오래되다 old
노트북 laptop

58

중학교 middle school
입학 admission

가득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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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오래된 노트북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노트북

대학교 때 추억이 담기다
보기

대학교 때 여러 일들이 떠오르다

가: 이건 뭐예요? 오래된 노트북이네요.
나: 네. 이건 제가                                                                           .
가: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왜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지금 쓸 수도 없잖아요.
나: 네. 하지만                                                                       물건이어서 가지고 있어요.       
볼 때마다                                                                                                                  .
가: 맞아요. 그렇게 소중한 것은 쓸 수 없어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 같아요.

과제

1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은 무엇이에요?
Do you have any prized mementos in your possession? What is it?

2

그것을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사용할 수 있어요?

3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Why have you kept it until now? Can you still use it?

What comes to mind when you se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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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저의 첫 번째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하고 싶었지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은 실수를
고쳐 주실 때마다 제가 창피해할까 봐 친절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생선님!”
선생님은 그날도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사 씨, 저는 선생님이에요. 생선이 아니에요. 생선은 슈퍼마켓에 있잖아요.”
지금도 슈퍼마켓에 가서 생선을 보면 가끔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이 매우 보고 싶습니다.

고치다 to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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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 shame

생선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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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리사는 이 선생님을 언제 만났어요?
When did Lisa first meet this teacher?

① 리사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② 친구들이 한국어를 가르쳐 줄 때
③ 친구들이 한국어 실수를 했을 때
④ 리사가 슈퍼마켓에서 생선을 살 때

2 이 사람은 왜 생선을 보면서 선생님을 생각해요?
Why do fish remind her of her teacher?

① 선생님이 생선을 좋아해서
②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쳐 줘서
③ 선생님과 함께 생선 요리를 먹어서
④ 선생님을 실수로 생선님으로 불러서

3 선생님이 왜 웃으면서 말했을까요?
Why did the teacher smile at Lisa?

① 리사가 실수할까 봐
② 리사가 창피해할까 봐
③ 선생님이 생선을 싫어해서
④ 선생님이 리사를 좋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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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잊지 못할 순간에 대해 쓰기
저는 지난 여름 방학에 친구들과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6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함께 놀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방학이 끝나도 봉사 활동을 한 날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친구들도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해서 우리는 겨울 방학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겨울 방학이 기대됩니다.

봉사 volunteer work
지루하다 to be 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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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 to be young

노을 su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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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지난 여름에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러 갔다
서울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저녁 노을 사진을 찍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 해를 보고 있는 것이 좋다
며칠이 지나도 사진을 찍었을 때

보기

친구들도 다시 사진을 찍다, 다음 주말

다음 주말

저는 지난 여름에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                                                   
                                                                                      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에

                                                                   . 벌써부터                     이 기대됩니다.                                                       

과제

1

여러분에게는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이에요?
Has something unforgettable ever happened to you? What kind of experience was it?

2

그것은 언제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느꼈어요?

3

그때의 어떤 것을 잊을 수 없어요?

4

그 이후 어떻게 되었어요?

When did it happen? What happened? What did you feel?

What is it that makes it unforgettable?

What happened aft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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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읽고 써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complete the writing assignment.

K-POP 댄스 동아리
신입 회원 모집
K-POP 댄스 동아리에서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K-POP을 좋아하고 춤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춤을 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처음부터 배우면 됩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 방법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pop@sejong.kr)로 보내 주십시오.
지원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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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to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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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과제Ⅰ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and answer the questions.

1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What is the poster about?

① 새해 인사

② 회식 공지

③ 회원 모집

④ 행사 초대

2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어요?
What kind of person is qualified to join?

과제Ⅱ 다음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Answer the following qeustions.

1 어떤 동아리/동호회를 만들고 싶어요?

What kind of social club would you like to make?

2 어떤 사람이 동아리/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What kind of people can join the club?

3 동아리/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What should people do if they want to join the club?

4 동아리 가입 신청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What should be written on the application form?

과제Ⅲ
과제Ⅱ

를 활용하여 동아리/동호회 회원 모집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Use “Assignment 2” to create a club membership recruitment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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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과
열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You must work diligently to achieve your goals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계획’ 및 ‘바람’에 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plans’ and
‘wishes.’
●

‘-으나’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으나’

●

‘-어야’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야’

●

‘뿐’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뿐’

어휘
●

Vocabulary

계획 관련 어휘

Plan related vocabulary
●

바람 관련 어휘

Wish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Grammar

-으나     ● -어야

듣기

Listening

 결혼 계획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wedding plans.

말하기

Speaking

 새해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Students can speak about their new years plans.

읽기

Reading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future
dreams.

쓰기

Writing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

Students can write about what they want to do.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뿐

어휘 Vocabulary
계획 Plan

●

규칙적
앞으로는 좀 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

미루다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버릇은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우다
후안 씨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잘 지켜요.

●

예정
다음 달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에요.

●

짜다
휴가 계획은 다 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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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바람 Wish

●

기대(하다/되다)
이번 시험의 결과가 정말 기대돼요.

●

기도(하다)
친구가 하루 빨리 병이 낫기를 신에게 기도했어요.

●

목적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

목표
목표를 높게 세우는 일은 중요해요.

●

바라다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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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바람 Wish

●

바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

빌다
올해에는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빌어요.

●

소원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

이루다
꿈을 이루려면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해요.

●

이루어지다
어려워도 계속 노력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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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장래
그 학생의 장래가 기대됩니다.

●

취직(하다/되다)
이번에는 꼭 취직을 하면 좋겠습니다.

●

후회(하다)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

희망(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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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1)

계획을 짜다

미루다

2)

회사에 들어가다

바라다

3)

결과가 좋기를

세우다

희망하다

4)

일정을 나중으로

취직하다

바꾸다

결과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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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schedule

우승 victory

3과ㆍ열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Part 1

2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appropriate word to fill in the blank.

1)

식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으)로 해야 해요.
① 목적

2)

③ 장래

④ 규칙적

우리 팀은 우승을                               (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① 기도

3)

② 소원

② 목표

③ 장래

④ 후회

제                               은/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① 소원

② 예정

③ 취직

④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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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으나
정의

예시

정보

앞에 오는 내용과 뒤에 오는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and subsequent contents are related
but different.

라면은 맛있으나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가게의 물건은 가격은 싸나 질이 안 좋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나 동생은 아직 학생입니다.
어제 친구를 만났으나 같이 밥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받침 O

먹다

먹으나

받침 X

오다

오나

받침 ‘ㄹ’

살다

사나

받침 O

작다

작으나

받침 X

크다

크나

받침 ‘ㄹ’

길다

기나

받침 O

학생

학생이나

받침 X

의사

의사이나
의사나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이 가방은 조금 무거우나 튼튼합니다. (무겁다)

1

한국어는 배우기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렵다)

2

언니는                                     저는 학생입니다. (회사원이다)

3

이 책을 여러 번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읽었다)

4

내일은 비가                                     바람은 불지 않겠습니다.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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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에 연결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보기

눈이 내리고 있다

춥지 않습니다

동생은 축구는 잘하다

울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을 못 봤습니다

영화가 매우 슬펐다

농구는 잘 못합니다

눈이 내리고 있으나 춥지 않습니다.

1

                                                                                                                                                       .

2

                                                                                                                                                       .

3

                                                                                                                                                       .

질 quality
이해 understand

직장인 businessman

튼튼하다 to be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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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어야
정의

예시

정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subsequent content.

도서관에 일찍 가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아침을 먹어야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이 놀이 기구는 키가 130cm 이상이어야 탈 수 있어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ㅏ, ㅗ

오다

와야

ㅏ, ㅗ  X

먹다

먹어야

하다

공부하다

ㅏ, ㅗ

작다

작아야

ㅏ, ㅗ  X

길다

길어야

하다

조용하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라야

받침 X

의사

의사이라야 / 의사라야

공부해야

조용해야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약을 먹고 푹 쉬어야 병이 빨리 나아요. (쉬다)

1

이 문은                                     열 수 있어요. 당기면 열 수 없어요. (밀다)

2

영수증을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어요. (가져오다)

3

주말에는 극장에 사람이 많아서 표를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예매하다)
놀이 기구 amusement park ride
당기다 to pull
밀다 to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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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다 to recover
교환 exchange

3과ㆍ열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필요한 조건

하고 싶은 일

보기

공연장에 일찍 가다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1

여권이 있다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요

2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3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다

약을 살 수 있어요

공연장에 일찍 가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1

                                                                                                                                                       .

2

                                                                                                                                                       .

3

                                                                                                                                                       .

처방전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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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결혼 계획 있어?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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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없어. 몇 년
뒤에 할 생각이야.

3과ㆍ열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Part 2

1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① 결혼

② 연애

③ 회사 생활

④ 대학교 공부

2 샤오위는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해요?
What does Xiaoyu want to do before she gets married?

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②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해요.

③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해요.

④ 대학원을 졸업하고 싶어 해요.

3 민국은 결혼 전에 어떤 목표가 있어요?

What goal does Minguk have before marriage?

① 취직

② 세계 여행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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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뿐
앞의 말이 나타내는 내용 이외에 더는 없거나 오직 그러함을 나타내는 조사.

정의

It is a postposition that indicates the singularity or exclusivity of the attached noun. To
elaborate, it means there is no more or only one of that noun.

정우는 일은 안 하고 휴가 갈 생각뿐이다.
이 식당은 메뉴가 한 가지뿐이지만 음식이 아주 맛있어요.
이 배우는 연기뿐 아니고 노래도 잘해요.
지수의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기뻐했어요.

예시

명사에 붙는다.

정보

It is combined with nouns.

학생

학생뿐

의사

의사뿐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제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라면뿐입니다. (라면)

1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요/어요. (부모님)

2

제가 할 줄 아는 외국어는                                아서/어서 이번에 다른 외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영어)

3

이 원피스는 세상에 딱                                (으)ㄴ 원피스예요. (하나)

연기 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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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pass

딱 just / only

3과ㆍ열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야구

보기

사람에게

한국에서

스페인어

리사는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잘해요.

1

민
 국 씨는                                              축구도 매우 잘해요.

2

이
 벌레는                                              동물에게도 위험해요.

3

제
 주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예요.

스페인어 Spanish
동물 animal
관광지 tourist attraction

중국어 Chinese
위험 danger

벌레 bug
세계적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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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새해 계획 말하기

가: 올해 새해 계획을 세웠어요?
나: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선 운동을 하려고 해요.
가: 몸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계획이네요.
나: 그렇지요? 쯔엉 씨는 어때요? 생각해 봤어요?
가: 저는 올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해요.
나: 우와. 쯔엉 씨 계획도 멋지네요. 올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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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다 get a certification

즐겁다 to be pleasant

3과ㆍ열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피아노를 배우다

취미 생활이 있어야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다
가: 올해 새해 계획을 세웠어요?
보기

나: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선 피아노를 배우려고 해요.
가:                                                                                             좋은 계획이네요.                   
나: 그렇지요? 쯔엉 씨는 어때요? 생각해 봤어요?
가: 저는 올해                                                                        .
나: 우와. 쯔엉 씨 계획도 멋지네요. 올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과제

1
2
3

여러분은 새해에 무엇을 배우고 싶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learn in the coming New Year?

그것을 왜 배우고 싶어요?
Is there any special reason why you want to learn that?

그 밖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 wan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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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으나 제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에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겠으나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가정 home / household
노력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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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situation / circumstance

삶 life

3과ㆍ열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Part 2

1 이 사람은 어떤 삶을 꿈꾸고 있어요?
Of which life does this person dream?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What concerns did he have?

①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②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③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빴어요.

④ 가족들에게서 사랑 받지 못했어요.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이 사람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②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③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④ 이 사람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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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 목록 쓰기
1. 외국어 배우기
저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외국어를 잘해야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2.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저는 달리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매일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나의 집 짓기
저는 2층 집을 짓고 싶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외교관 diplomat
제대로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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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game
전국 the whole country

달리다 run
씩 each

3과ㆍ열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케이크 만드는 법 배우기

친구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주다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맛있게 만들어서 주다
걸어서 전국을 여행하다, 조금씩 준비하면 하다

걸어서 전국 여행하기
책 쓰기

걷다

책을 쓰다

재미있는 글을 쓰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다

보기

1. 케이크 만드는 법 배우기 
저는                         

이 꿈입니다.



.

2.                                                                                                        
저는                           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쉬운
일은 아니나                                                                                         .
3.                                                                                                        
저는                                             .                                                    
                                                                                      .

과제

1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2

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3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What kind of work do you want to do?

Why do you want to do it?

What do you need to do in order to accomplis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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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과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Exercising diligently leads to good health.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자기 계발’에 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expressions related to ‘selfimprovement.’
●

‘-는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다’
●

‘-어지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지다’

어휘
●

Vocabulary

자기 계발 관련 어휘

Self-improvement rea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는다     ● -어지다

듣기
●

Grammar

Listening

 기 계발 활동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자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self-improvement activities.

말하기
●

Speaking

자기 계발 활동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their self-improvement
activities.

읽기
●

Reading

 기 계발의 방법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자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selfimprovement.

쓰기
●

Writing

강의 후기를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review about a class.

어휘 Vocabulary
자기 계발 Self-improvement

●

강의
저는 학교에서 한국 역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

결심(하다)
올해부터는 매일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

과정

	이번 프로젝트는 진행하는 과정은 힘들었으나 그 결과는 무척
좋았습니다.
●

꾸준히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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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동영상
동영상 강의는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

부러워하다
내 동생은 친구의 새 노트북을 보고 무척 부러워했다.

●

부지런하다

	민국 씨는 매우 부지런해서 새벽에는 운동을 하고 퇴근 후에는
외국어를 배워요.
●

솜씨
우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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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자기 계발 Self-improvement

●

실력
저는 아직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

익숙하다
후안 씨는 아직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요.

●

익히다
사비나 씨는 일을 하면서 한글 서류를 만드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

자기
지수는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

자기 계발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자기 계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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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ㆍ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

Part 1

전문적
리사 씨는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

직접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비누예요. 한번 써 보세요.

●

취향
저와 지수는 성격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쉽게 친해졌어요.

●

특기
선미는 노래를 잘하는 특기를 살려서 가수가 됐어요.

●

최선을 다하다
우리 팀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경기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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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결심

특기

동영상

1)

사비나 씨는 무엇을 잘해요?                               이/가 뭐예요?

2)

저는 시간이 있을 때 휴대 전화로                               을/를 봐요.

3)

매일 자기 전에 30분씩 책을 읽기로                               을/를 했어요.

4)

대한 씨는 여름 방학에도 학원에 다니면서 외국어                               을/를 쌓았어요.

쌓다 to pil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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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4과ㆍ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Part 1

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익히다

익숙하다

부러워하다

부지런하다

1)

정우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를                                    아요/어요.

2)

리사는 매일 한국 뉴스를 따라 하면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았어요/었어요.

3)

제 친구는 아침에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저녁에는 운동도 해요.
정말                                    아요/어요.

4)

미카 씨는 한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아요/어요.

정확 accuracy

학원 cram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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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다
정의

1.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을 아주 낮추어서 표현하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in a non-honorific sentence where the listener is of lower standing than the
speaker.

2. 글에서 읽는 사람에 대한 높임과 낮춤을 중화하여 표현하는 종결 어미.
	

예시

It is a final ending used in writing that negates the need for any honorifics towards the reader.

1. 가: 숙제 많이 남았어? 아빠는 먼저 잔다.
나: 네. 좀 남았어요. 먼저 주무세요.
가: 엄마, 제 흰 원피스 못 보셨어요?
나: 그 옷 엄마가 빨았다. 오늘은 다른 옷을 입어.
2. 나는 주말에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다.
그 배우는 연기를 잘해서 인기가 많다.
지난 주말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방학을 하면 부산으로 여행을 갈 것이다.
민국이는 운동선수이다.
어제는 미카의 생일이었다.
내 동생은 멀미가 심해서 배를 잘 타지 않는다.
어제 일을 다 끝내서 오늘은 바쁘지 않다.

정보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현재

형용사

받침 O

먹다

먹는다 / 먹지 않는다

받침 X

오다

온다 / 오지 않는다

받침 ‘ㄹ’

살다

산다 / 살지 않는다

받침 O

작다

작다 / 작지 않다

받침 X

크다

크다 / 크지 않다

받침 ‘ㄹ’

길다

길다 / 길지 않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다

받침 X

의사

의사이다
의사다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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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건강해져요
외모

동사

ㅏ, ㅗ

오다

왔다

ㅏ, ㅗ  X

먹다

먹었다

하다

공부하다

ㅏ, ㅗ

작다

작았다

ㅏ, ㅗ  X

길다

길었다

하다

조용하다

받침 O

학생

학생이었다

받침 X

의사

의사였다

받침 O

먹다

먹을 것이다

받침 X

오다

올 것이다

받침 ‘ㄹ’

살다

살 것이다

받침 O

작다

작을 것이다

받침 X

크다

클 것이다

받침 ‘ㄹ’

길다

길 것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일 것이다

받침 X

의사

의사일 것이다

Part 1

공부했다

과거
형용사

조용했다

(명사)이다

동사

미래
형용사

(명사)이다

멀미 motion sickness

심하다 to be severe

끝내다 to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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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연습Ⅰ <보기>와 같이 표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tabl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먹다
찾다

공부하다
만들다
보지 않다
작다
예쁘다
선생님이다
의사이다
회사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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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었다

-을 것이다

먹는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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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꾸세요.

Chang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 나는 매일 읽기를 쓴다.

떡볶이가 너무 맵습니다.
→ 떡볶이가 너무                        .

2

리사가 사진을 찍습니다.
→ 리사가 사진을                        .

3

내일 집에 손님이 와서 오늘 청소했습니다.
→ 내일 집에 손님이 와서 오늘                        .

4

가영 씨가 오늘 입은 옷이 아주 예뻤습니다.
→ 가영이가 오늘 입은 옷이 아주                        .

5

가: 형, 이 만화 진짜 재미있는데 같이 볼래?
나: 너 그렇게 숙제는 안 하고 계속 만화만 보면 부모님께 혼나요.
→ 너 그렇게 숙제는 안 하고 계속 만화만 보면 부모님께                        .

6

가: 할머니, 누나 보셨어요?
나: 네 누나는 조금 전에 산책하러 공원에 갔어요.
→ 네 누나는 조금 전에 산책하러 공원에                        .

만화 cartoon

혼나다 to be sco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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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어지다
형용사 뒤에 붙어 그 말의 상태로 되어 감을 나타내는 표현.

정의

It is an expression added to the end of an adjective that shows the changing state of something.

예시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겨울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졌어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adjectives.

형용사와 결합한다.
ㅏ, ㅗ

작다

작아지다

ㅏ, ㅗ  X

길다

길어지다

하다

조용하다

조용해지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어려운 일도 꾸준히 하면 익숙해져서 잘할 수 있어요. (익숙하다)

1

오전에는 날씨가 맑았는데 오후가 되어서                                   았어요/었어요. (흐리다)

2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아요/어요. (좋다)

3

최근에 일 때문에 지연 씨를 자주 만나서                                   았어요/었어요. (친하다)

달콤하다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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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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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작다

어둡다

깨끗하다

시원하다

보기

→ 청소를 하니까 방이 깨끗해졌어요.

1
→ 아이가 자라니까
옷이                                   .

2
→ 저녁이 되니까
하늘이                                   .

3
→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

자라다 to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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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지훈아! 요새 출근 시간이
좀 빨라진 것 같다.
아침마다 어디 다녀?

지난주부터 새벽에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요새 these days /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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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d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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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남자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무엇을 해요?
What does the man do before leaving for work?

①

②

③

④

2 남자는 왜 컴퓨터를 배워요?

Why is the man learning about computers?

① 컴퓨터 선생님이 되려고

②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고

③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해서

④ 전문적인 컴퓨터 능력이 필요해서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남자는 컴퓨터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
② 남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한다.
③ 여자는 컴퓨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④ 여자는 요새 컴퓨터 학원에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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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질문에 대답하기

요즘 어떤 자기 계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커피와 관련된 자기 계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자주 마시고 유명한 카페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져서 지난달부터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과 책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직접 커피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모든 공부가 끝나면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저도
제 커피를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관련 related to sth  

104

4과ㆍ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음악

음악을 좋아하다, 자주 듣다, 노래방에 가는 것도 좋아하다

노래를 듣기만 하다, 노래를 가수처럼 잘 부르고 싶어지다
노래 부르는 것만 배우다, 피아노도 배우다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되면 노래를 만들어 보다
보기

가수들처럼 내 노래를 만들다

저는 요즘 음악과 관련된 자기 계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
그런데 이렇게                                            것이 아니라                                                             
지난달부터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음 달부터는                                                              .
                                                                                                                                               .
                                                                                                                                               .

과제

1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해요?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2

그것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3

그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 목표가 무엇이에요?

What do you like to do?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 to learn in particular?

Where can you learn it? Do you have any plans to do so?

What do you want to do after that? What is your goal?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105

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자기 계발 방법
최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동영상 강의와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원하는 장소에서
외국어, 요리 등의 수업을 듣는다.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동영상에서
선생님을 보며 공부를 한다.
과거에는 자기 계발을 하려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약속된 시간에 배워야
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줄어들고 있다.
활용 to utilize
예를 들다 for example
기술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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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real time
이동 to move
발달 development

원하다 to want
과거 past
줄어들다 to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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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① 외국어 수업의 인기

② 강의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

③ 자기 계발을 할 때의 어려움

④ 자기 계발을 하는 새로운 방법

2 이 글에서 말한 최근 자기 계발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What characteristic of modern self-improvement is mentioned in this text?

① 외국어 수업이 인기가 많아졌다.

② 정해진 시간에만 공부할 수 있다.

③ 자기 계발을 하는 직장인들이 적어졌다.

④ 자기 계발을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었다.

3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기 계발의 방법이 다양해졌다. (

)

② 음식을 만드는 수업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다. (
③ 최근 자기 계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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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강의 후기 쓰기
지난 가을부터 ‘장금이 요리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요리 방법을 천천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3개월쯤 지난 지금, 예전보다 요리 실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이 학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점점 gradually
뜨다 to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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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former

추천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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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지난달부터 체육관에서 수영을 배우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익숙해지다

물에 뜨는 방법부터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다
한 달, 물에 들어가는 것이 즐거워지다

보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체육관

지난달부터 체육관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                                                        
선생님께서는                                                                                                                .
                쯤 지난 지금, 예전보다                                                                                 .
                                                      에게 이                            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과제

1
2
3
4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What is something you have learned to do? Where did you learn to do it?

처음에는 어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바뀌었어요?
How was it at first? Has anything changed over time?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How did your teacher teach you?

누구에게 그 강의를 추천하고 싶어요?
Who would you recommend to take that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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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읽고 써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complete the writing assignment.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는 글이나 동영상을 통해 물건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다.
  특히 새로 나온 전자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 이 일을 하면 새로 나온 전자
제품을 남들보다 빨리 써 볼 수 있는데 나는 이 점이 참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글이나 동영상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도 좋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 제품의 종류를
잘 알아야 물건을 소개할 수 있다. 또한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
그래서 요즘 나는 동영상 만드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전자 electronic

110

제품 product

얻다 to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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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과제Ⅰ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and answer the questions.

1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What kind of work does this person want to do?

2 그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해요?
How should this person prepare to get that job?

과제Ⅱ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글을 써 보세요.
Write about what you want to do.

1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What kind of work do you want to do?

2 그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이에요?

What is one good thing about that work?

3 그 일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How should you prepare in order to get into that profession?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는다

-어야

-으나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목표

장점, 단점

기술을 익히다

꿈을 이루다

준비가 필요하다

학원에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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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과
우리 팀이 이겨서
정말 신나더라

It Was Really Exciting Because Our Team Won.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관람’ 및 ‘감상’에 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watching’
and ‘appreciating.’
●

‘-니?, -어라, -자, -는구나’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니?,’ ‘-어라,’
‘-자,” and ‘-는구나’
●

‘-더라’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더라’
●

-더군(요)’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더군(요)’
●

‘-다가’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다가’

어휘
●

Vocabulary

관람 관련 어휘

Watching related vocabulary
●

감상 관련 어휘

Appreciating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니?, -어라, -자, -는구나     ● -더라, -더군(요)
듣기

●

Grammar

Listening

 동 경기 관람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운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watching sports game.

말하기
●

Speaking

새로 나온 음악이나 드라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new songs or TV shows.

읽기
●

Reading

박물관 관람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visiting
the museum.

쓰기
●

Writing

영화평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short film review.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다가

어휘 Vocabulary
관람 Watching

●

관찰(하다)
꽃이 피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매일 관찰 일기를 썼다.

●

문화재
경주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서 문화재가 많다.

●

분위기
방에 꽃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환해졌다.

●

살펴보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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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유물
이 박물관에서는 조선 시대의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어요.

●

유적
저 공사장에서 500년 전 유적이 발견됐어요.

●

유적지

	이번 여행의 목적은 이 도시에 있는 유적지를 모두 돌아보는 거예요.
●

장면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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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감상 Appreciation

●

감상
제 취미는 영화 감상이에요.

●

대중가요
요즘 한국의 대중가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

무용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은 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한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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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뮤지컬
뮤지컬 배우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야 합니다.

●

신나다
바닷가에 간 아이들은 바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신난 모습이었다.

●

실망(하다)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 취소되어 리사 씨가 크게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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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감상 Appreciation

●

(돈이)아깝다
새로 산 구두의 품질이 나빠서 돈이 아까웠다.

●

졸다
너무 피곤해서 버스에서 졸았어요.

●

졸리다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지금 너무 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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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주제
이 영화의 주제는 가족들의 사랑입니다.

●

클래식
나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잠이 온다.

●

환상적
그 뮤지컬은 무대는 물론이고 배우들의 노래와 춤도 정말 환상적이었다.

●

흥미롭다
책의 내용이 흥미로워서 밤을 새워 다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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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감상

졸다

1)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보는 내내                               았어요/었어요.

2)

뮤지컬 관람이 끝난 후 친구와                               을/를 이야기했다.

3)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놀러 가게 돼서 매우                               아요/어요.

4)

엄마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을/를 보고 눈물이 났다.

내내 throughout~
눈물 t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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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관람 to watch

신나다

놀이공원 amusement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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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descriptions and words that match with each other.

1)

유물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

2)

기분이 아주

분위기

좋아지다

3)

여기저기 자세히

신나다

살펴보다

4)

옛날 사람들이

관찰하다

남긴 물건

여기저기 here and there
남기다 to leave

자세히 in detail

옛날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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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니?, -어라, -자, -는구나
정의

질문할 때, 명령할 때, 함께 하자고 할 때, 감탄할 때 듣는 사람을 아주 낮추어서
표현하는 종결 어미.

It is non-honorific final ending used when asking questions, ordering something, suggesting
to do something together, or exclaiming something.

예시

수업 끝나고 시간 있니?
너는 공포 영화를 잘 보니?
집에 들어오면 먼저 손부터 씻어라.
오늘 집에 친척들이 오니까 일찍 들어와라.
넘어지니까 뛰지 마라.
저녁에 학교 앞 식당에 가서 불고기를 먹자.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공연을 보러 가자.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은 산책을 하지 말자.
리사는 다양한 책을 참 많이 보는구나.
주말이라서 백화점에 사람이 많구나.

정보

-니?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공포 fear
다양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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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O

먹다

먹니?

받침 X

오다

오니?

받침 ‘ㄹ’

살다

사니?

받침 O

작다

작니?

받침 X

크다

크니?

받침 ‘ㄹ’

길다

기니?

받침 O

학생

학생이니?

받침 X

의사

의사이니?
의사니?

친척 relative

넘어지다 to fall /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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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어라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ㅏ, ㅗ

오다

와라/오지 마라

ㅏ, ㅗ  X

먹다

먹어라/먹지 마라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라/공부하지 마라

-자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자/먹지 말자

오다

오자/오지 말자

-는구나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받침 O

먹다

먹는구나

받침 X

오다

오는구나

받침 ‘ㄹ’

살다

사는구나

받침 O

작다

작구나

받침 X

크다

크구나

받침 O

학생

학생이니

받침 X

의사

의사이구나
의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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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연습Ⅰ <보기>와 같이 표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tabl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찾다

-니?

-어라

-자

-는구나

찾니?

찾아라

찾자

찾는구나

읽다
자다
공부하다
보지 않다
작다
예쁘다
싸지 않다
선생님이다
회사원이 아니다

두껍다 thick
서류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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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다 clean up

역사책 histor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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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꾸세요.

Chang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 이 그림은 누가 그렸니?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으세요.
→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어라.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으로 소풍을 갑시다.
→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으로 소풍을 가자.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군요!
→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구나!

1

저 뮤지컬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 저 뮤지컬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

2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같이 집을 치웁시다.
→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같이 집을                        .

3

우와! 리사 씨는 정말 음식을 잘 만드는군요!
→ 우와! 리사는 정말 음식을 잘                        !

4

공항에 도착하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 공항에 도착하면 나한테                        .

5

이 역사책의 내용은 정말 흥미롭군요!
→ 이 역사책의 내용은 정말                        .

6

서류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까?
→ 서류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

7

이 약은 식사 후에 드십시오.
→ 이 약은 식사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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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더라
정의

예시

정보

과거에 직접 경험하였거나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전달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It is a non-honorific final ending used when conveying a previous experience or a recently
learned fact.

미카 씨가 불고기를 잘 먹더라.
어제 저 영화를 봤는데 재미있더라.
샤오위가 머리를 짧게 잘랐더라.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먹다

먹더라

오다

오더라

작다

작더라

크다

크더라

받침 O

학생

학생이더라

받침 X

의사

의사더라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자르다 to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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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더군(요)
정의
예시

정보

과거에 직접 경험하였거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지금 주목하거나 감탄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used when conveying a previous experience or a recently learned fact.

저 식당의 비빔밥이 아주 맛있더군.
지훈이가 축구를 매우 잘하더군.
리사가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었더군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먹다

먹더군

오다

오더군

작다

작더군

크다

크더군

받침 O

학생

학생이더군

받침 X

의사

의사더군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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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연습Ⅰ <보기>와 같이 ‘-더라’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더라.”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오늘 관람한 공연 어땠어?
나: 너무 지루해서 표 값이 아깝더라. (아깝다)

가: 학교 앞 식당, 음식이 참 맛있지?
나: 음식은 맛이 있는데 가게가                                    . (깨끗하지 않다)

2

가: 아이가 강아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했어?
나: 강아지가 너무 작으니까 만지지도 않고 한참을                                    . (살펴보다)

3

가: 전시회는 잘 보고 왔어?
나: 아침에 전시회를 보러 미술관에 갔는데 문을                                    . (닫았다)

강아지 dog
전시회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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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for a long time

만지다 to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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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더군(요)’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더군(요).”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저 배우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더군요. (부르다)
나: 그렇지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보니까 어떠셨어요?
나: 모든 것이 변해서 좀                                    . (낯설다)

2

가: 그 책 어땠어요?
나: 정말                                    . (재미있다)

3

가: 수아가 못 본 사이에 많이                                    . (컸다)
나: 그렇죠? 정말 많이 큰 것 같아요.

낯설다 to be unfami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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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와, 정말?
재미있었겠다.

어제 친구랑
야구 경기 보러
경기장에 갔어.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경기장 st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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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team

이기다 to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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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① 주말 야구 연습

② 야구 경기 관람

③ 응원하는 야구 팀

④ 좋아하는 야구 선수

2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남자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졌다.

② 남자는 오랜만에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③ 남자는 어제 여자와 야구 경기장에 갔다.

④ 남자는 여자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What will these two do next?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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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새로 나온 노래나 드라마 추천하기

가: 어제 이수연 신곡 나온 거 알아?
     벌써 음악 사이트에서 1위 했더라.
나: 그래? 몰랐어. 너는 그 노래 들어 봤니?
가: 응, 들어 봤지.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정말 아름답더라.
나: 그렇구나. 나도 빨리 들어 보고 싶다.
가: 너도 들으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신곡 new song
분명히 defini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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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 melody
화제 topic

가사 ly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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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지난 주말에 김수지가 나오는 드라마가 시작하다
드라마를 보다
한번 보다
보기

모든 신문에서 화제가 됐다

보다, 내용도 재미있다, 같이 나오는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다

보다

가: 지난 주말에 김수지가 나오는 드라마가 시작한 거 알아?      
벌써                                                                                               .                   
나: 그래? 몰랐어. 너는 그                                                                                          ?
가: 응,                 .                                                                                             .
나: 그렇구나. 나도                                                .
가: 너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과제

1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떤 노래나 영화, TV 드라마를 소개하고 싶어요?

2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3

왜 인기가 있어요?

What songs, movies, or TV shows would you like to introduce to your friends?

Are they popular? How popular are they?

Why are they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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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어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다녀왔어요.
박물관은 광화문 앞에 있어요. 박물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시물을
구경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물관 관람이 생각보다
재미있더군요.
대한민국의 시작, 한국 전쟁, 경제 발전 등 한국 역사를 알게 되어서 무척
흥미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국 역사책을 찾아보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다른 박물관에도 가 보고 싶어요.

광화문 Gwanghwamun
전쟁 war

134

전시물 exhibit
경제 economy

부딪히다 to bump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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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이 사람은 어디에 다녀왔어요?
Where did this person go?

① 서점

② 광화문

③ 사진 전시회

④ 역사 박물관

2 이 사람이 관람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thing the person did not learn about while visiting this place.

① 한국 전쟁

② 대한민국의 시작

③ 한국의 경제 발전

④ 한국의 통일 과정

3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박물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                    )
② 이 전시는 매우 흥미로웠다. (                    )
③ 이 사람은 역사책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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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다가
정의

앞의 행동이 진행되는 중에 뒤의 일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indicates the following action has begun during the previous
phrase’s action.

예시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꿨어요.
밥을 먹다가 실수로 혀를 깨물었어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동사와 결합한다.
먹다

먹다가

오다

오다가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낙엽을 쓸다가 돈을 주웠어요. (쓸다)

1

                                손가락을 다쳤어요. (요리하다)

2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졌어요. (놀다)

3

장을 보러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가다)

꿈 dream
깨물다 to bite
줍다 to pic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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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다 to dream
낙엽 fallen leaves
손가락 finger

혀 tongue
쓸다 to sweep
장을 보다 to go grocery shoppin

5과ㆍ우리 팀이 이겨서 정말 신나더라

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다

쓰다

졸다

청소하다

보기

→ 영화 ‘어머니의 사랑’을 보다가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1
→ 버스에서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2
→ 방을                                    중학교 졸업 앨범을 찾았다.

3
→ 펜으로 글씨를                                    종이가 찢어졌어요.

앨범 album

글씨 writing

찢어지다 to be t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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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영화의 한 줄 평 쓰기, 별점 주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첫사랑 이야기.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별점 ★★★★★
중학교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2시간 기분 좋게 보냈다.
별점 ★★★☆☆
은수가 수빈이를 잊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더군요.
별점 한 개도 아까워요.
별점 ★☆☆☆☆

첫사랑 firs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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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sta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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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는 첫사랑

보기

첫사랑의 추억이 떠오르다

별점 ★★★★☆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는 첫사랑 이야기.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   
별점 ☆☆☆☆☆     

중학교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2시간 기분 좋게 보냈다.
별점 ★★★☆☆

영화가 지루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졸리다

두 개밖에 못 주겠다

별점 ★★☆☆☆

                                                                                           .
별점                                                                                                                          .
별점 ☆☆☆☆☆

과제

1
2
3

여러분이 최근에 본 영화는 무엇이에요?
What movie have you seen recently?

그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How did you feel after watching the movie?

별점을 몇 개 주고 싶어요?
How many stars would you score the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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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I had fun watching a movie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취미’ 및 ‘취미 활동’에 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hobbies’
and ‘hobbyist activities.’

‘-나 보다, -는가 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나 보다,’ and
‘-는가 보다’
●

‘-으니’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으니’
●

‘-은 결과’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은 결과’

어휘
●

Vocabulary

취미 관련 어휘

Hobby related vocabulary
●

취미 활동 관련 어휘

Hobbyist activities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나 보다, -는가 보다     ● -으니
듣기

●

Grammar

Listening

취미 활동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hobbyist activities.

말하기
●

Speaking

배우고 싶은 취미 활동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a hobby they would like to
learn.

읽기
●

Reading

등산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hiking.

쓰기
●

Writing

 근에 시작한 취미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최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a hobby they have recently
started.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은 결과

어휘 Vocabulary
취미 Hobbies

●

게임(하다)
요즘 휴대 전화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드라이브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외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어요.

●

소설
어제 읽은 소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

수집(하다)
우리 아버지는 취미로 우표를 수집해요.

●

시
우리 언니는 외우고 있는 시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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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에어로빅
저희 어머니는 아침마다 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을 배우세요.

●

요가
요가를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져요.

●

자전거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요.

●

조깅
매일 아침 한강 공원에서 조깅을 해요.

●

탁구
고등학교 때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들과 자주 탁구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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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취미 활동 Hobbyist activities

●

문화 센터
어제 아이와 문화 센터에 가서 떡 만들기를 했어요.

●

시청(하다)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서 드라마를 시청해요.

●

스스로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스스로 해라.

●

여가 시간
여가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요.

●

움직이다

	저는 쉬는 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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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자격증
커피가 좋아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어요.

●

전문가
세종학당 선생님들은 모두 한국어 교육 전문가예요.

●

제작(하다)
저는 행사 계획을 짜고 가영 씨는 포스터를 제작했어요.

●

체험
이 글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

촬영(하다)
이 영상은 내가 직접 촬영한 거야.

●

헬스클럽
우리 동네 헬스클럽에는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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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게임

스스로

여가 시간

1)

저는                                    이/가 생기면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봐요.

2)

동생은 쉬는 시간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을/를 한다.

3)

나는 어렸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했다.

4)

주말 오전에 동네 체육관에 가면                                    을/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

동네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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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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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비슷한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that are similar to each other.

1)

사진을 찍다

시청하다

2)

잡지를 만들다

제작하다

3)

텔레비전을 보다

체험하다

4)

시골 생활을 해 보다

촬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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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나
정의
예시

정보

보다, -는가 보다
앞에 오는 말의 내용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conjecture about preceding content.

리사 씨는 아는 것이 참 많아요. 책을 많이 읽나 봐요.
저 식당은 늘 손님이 많아요. 음식이 맛있나 봐요.
수아가 아까부터 계속 우네요. 배가 고픈가 봐요.
예전에 이곳에는 유적지가 있었나 봐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나 보다

동사

형용사

동사

-었나 보다
형용사

(명사)이다

동사

-는가 보다

형용사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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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O

먹다

먹나 보다

받침 X

오다

오나 보다

받침 ‘ㄹ’

살다

사나 보다

있다/없다

재미있다

ㅏ, ㅗ

오다

왔나 보다

ㅏ, ㅗ  X

먹다

먹었나 보다

하다

공부하다

ㅏ, ㅗ

작다

작았나 보다

ㅏ, ㅗ  X

길다

길었나 보다

하다

조용하다

받침 O

학생

학생이었나 보다

받침 X

의사

의사였나 보다

받침 O

먹다

먹는가 보다

받침 X

오다

오는가 보다

받침 ‘ㄹ’

살다

사는가 보다

받침 O

작다

작은가 보다

받침 X

크다

큰가 보다

받침 ‘ㄹ’

길다

긴가 보다

있다/없다

재미있다

받침 O

학생

학생인가 보다

받침 X

의사

의사인가 보다
의산가 보다

재미있나 보다

공부했나 보다

조용했나 보다

재미있는가 보다

6과ㆍ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9과ㆍ성격과
재미있었어요
외모

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나 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나 보다.”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리사 씨가 짐을 싸고 있네요. 여행을 가나 봐요. (가다)

1

나타샤 씨는 커피를                                         아요/어요. 커피를 자주 마시네요. (좋아하다)

2

요즘 사람들이 저 영화 많이 보더라. 영화가                                        아/어. (재미있다)

3

불합격한 사람이 많네요. 이번 시험이 많이                                         아요/어요. (어려웠다)

4

사비나 씨가 약속을                                          아요/어요. 연락도 없고 안 오네요. (잊어버렸다)

연습Ⅱ <보기>와 같이 ‘-는가 보다’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는가 보다.”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대한 씨가 많이 아픈가 봐요. 오늘도 출근을 안 했네요. (아프다)
나: 네. 일 끝나고 전화해 보려고 해요.

가: 지연 씨가 계속 활짝 웃고 있네요.
나: 기분이                                  . (좋다)

2

가: 민국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답을 안 해요.
나: 오늘 많이                                  . 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바쁘다)

3

가: 코랑 귀가 빨갛네요. 밖이 많이                                  . (춥다)
나: 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싸다 to pack
빨갛다 to be red

활짝 widely

답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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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으니
정의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내용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 전제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phrase is the cause of, is premise for, or
gives evidence to the following phrase.

예시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이 음식은 맛이 없으니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받침 O

먹다

먹으니

받침 X

오다

오니

받침 ‘ㄹ’

살다

사니

받침 O

작다

작으니

받침 X

크다

크니

받침 ‘ㄹ’

길다

기니

받침 O

학생

학생이니

받침 X

의사

의사이니
의사니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음식 냄새를 맡으니 배가 더 고프네요. (맡다)

1

오늘은 제가 좀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바쁘다)

2

오후에는 약속이                                    회의는 내일 오전에 합시다. (있다)

3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쉽게                                    가능하면 빨리 드세요. (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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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비가 올 것 같다

잘 어울려요

길이 미끄럽다

창문을 닫아요

바람이 많이 불다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머리를 짧게 자르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보기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1

                                                                                                                                                          .

2

                                                                                                                                                          .

3

                                                                                                                                                          .

냄새 smell

맡다 to get wind of

어울리다 to fit wel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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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가구 만드는 것은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하나하나 one b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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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① 교육

② 여행

③ 취미

④ 취업

2 여자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모두 고르세요.

What did the woman make? Choose all the correct answers.

①

②

③

④

3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여자는 주말에 남자와 영화를 볼 것이다. (                    )
② 여자는 문화 센터에서 가구 만드는 법을 배웠다. (                    )
③ 남자는 가구를 만들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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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새로운 취미 활동 권유하기

가: 춤 배우는 거 재미있나 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가네.
나: 응, 정말 재미있어. 관심 있으면 너도 같이 배우자.
가: 나도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나: 그럼, 잘됐네. 너도 같이 배우러 가자. 춤을 추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
건강에 좋아.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려.
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 볼까?

빠지다 back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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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책 읽는 모임에 나가다

나가다

가다

모임에 나가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다양한 책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좋다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다
보기

가: 책 읽는 모임에 나가는 거 재미있나 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가네.
나: 응, 정말 재미있어. 관심 있으면 너도 같이                             .
가: 나도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나: 그럼, 잘됐네. 너도 같이                         .
                                                                                                                                             
                                                                                                                                             .
그리고                                                                     .
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 볼까?

과제

1

여러분은 친구에게 권유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요?
Do you have any activities you want to recommend to your friends?

2

왜 친구에게 그 활동을 권유하고 싶어요?

3

그 활동을 하면 무엇이 좋아요?

Why do you want to recommend that activity to your friend?

What do you like about tha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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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한다.
2019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를 조사한 결과 1위가 등산이었다.
한국은 땅의 약 70%가 산지여서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산에
등산로와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주말이면 등산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등산을 꾸준히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등산을 하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등산은 좋은 취미 활동이니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조사 to investigate
유지 to maintain
즐거움 enj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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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mountainous region
오르다 to climb

흔히 commonly
풍경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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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은 무엇이에요?
What is the most popular hobby amongst Koreans?

①

②

③

④

2 한국의 산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statement that is not true about Korean mountains.

① 한국 땅의 70%가 산지이다.

②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 있다.

③ 등산로와 공원이 있는 산이 많다.

④ 일 년 내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3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2019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은 등산이었다. (                    )  
② 한국에서는 주말에 등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                    )
③ 등산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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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은

결과

정의

앞에 오는 말의 행위를 한 후에 그 결과로 뒤 절의 내용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that indicates the results upon the completion of the action in the preceding
phrase.

예시

그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은 결과 병이 다 나았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동사와 결합한다.
받침 O

먹다

먹은 결과

받침 X

오다

온 결과

받침 ‘ㄹ’

살다

산 결과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계획 없이 돈을 쓴 결과 일주일도 안 돼서 용돈이 다 떨어졌다. (쓰다)

1

좋은 선수들을 모아 팀을                                 우승할 수 있었어요. (만들다)

2

매일 한국 신문을                                 새로운 단어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읽다)

3

꾸준히                                 전보다 건강해졌다. (운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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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듣다
보기

쌓다

조사하다

공부하다

정우는 열심히 공부한 결과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1

다양한 경험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2

한국 라디오를 매일                                 한국어 듣기 실력이 좋아졌다.

3

지난 2주 동안 지하철의 안전 상태를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allowance
안전 safety

경험 experience
이상 abnormality

라디오 radio
나타나다 to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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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최근에 시작한 취미를 소개하는 메일 쓰기

gayong@sejong.kr
가영 씨에게
가영 씨, 오랜만이에요.
메일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오랫동안 안부를 주고받지 않았더군요.
잘 지내죠?
저는 요즘 시 쓰기를 배우고 있어요.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집 근처 문화센터에 시 쓰기 교실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어요.
시를 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니 그런가 봐요.
가영 씨는 요즘 재미있어하는 일 없어요?
있으면 알려 주세요.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마침 just 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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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 news about~
머릿속 in one’s head

주고받다 to exchange
표현 to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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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요가를 배우다

배우고 싶다, 가까운 곳에 요가 학원이 생기다

요가를 하면 조금 피곤하다, 기분이 좋다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만 하다가 몸을 움직이다

gayong@sejong.kr
가영 씨에게
가영 씨, 오랜만이에요.
메일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오랫동안 안부를 주고받지 않았더군요.
잘 지내죠?
보기

저는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전부터                                                마침  
시작하게 됐어요.                               
                                                                                                                             .                  
                                                                                                   그런가 봐요.
가영 씨는 요즘 재미있어하는 일 없어요? 
있으면 알려 주세요.

과제

1

여러분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2

그 활동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3

What is your hobby?

When and how did you start that activity?

그 활동을 하면 느낌이 어때요?
How does it feel to take part in tha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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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읽고 써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complete the writing assignment.

지난 주말에 뮤지컬 ‘세종’을 보고 왔어요.
친구가 표를 선물해 줘서 보게 됐는데 극장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다른
블로그에도 뮤지컬 ‘세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걸 보니 요즘 인기가 많은가
봐요.
주인공 세종 역할을 맡은 배우는 이한빈인데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배우예요. 이한빈 씨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얼굴도 멋있더군요.
이한빈 씨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났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좋고 내용도 감동적이니 여러분도 꼭 한번 보세요.

블로그 blog
감동 (emotionally)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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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protagonist
감동적 touching

역할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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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과제Ⅰ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answer the questions.

1 이 사람은 주말에 무엇을 봤어요?

What did this person see on the weekend?

2 왜 눈물이 났어요?

Why did this person cry?

과제Ⅱ 질문에 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1 최근에 본 공연이나 영화가 있어요?

Have you recently seen any performances or movies?

2 주인공으로 누가 나와요? 그 사람은 어때요?
Who was the main character? What was he/she like?

3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Were there any memorable scenes?

4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Would you recommend it to someone else? Why?

과제Ⅲ

과제Ⅱ

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재미있게 본 공연이나 영화에 대해 써 보세요.

Use ‘Assignment 2’ to write about a performance or movie you enjoyed.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으니

-나 봐요

-는가 봐요

-더군요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감동적이다

소설

시

시청하다

신나다

실망하다

여가 시간

장면

주제

환상적이다

흥미롭다

감동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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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과
여행을 가는 대신에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네요
I’d rather rest at home instead of going on a vacation.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휴식’ 및 ‘휴가’에 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rest’ and
‘vacation.’
●

‘-느라고’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느라고-’
●

‘-자마자’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자마자’
●

‘-는 대신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대신에’
●

‘-어야지’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야지’

어휘
●

Vocabulary

휴식 관련 어휘

Rest related vocabulary
●

휴가 관련 어휘

Vacation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느라고     ● -자마자     ● -는 대신에

듣기
●

Grammar

Listening

휴식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rest.

말하기
●

Speaking

휴가 계획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Students can give advice about planning for vacation.

읽기
●

Reading

수면 시간과 건강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sleep
schedules and health.

쓰기
●

Writing

휴식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text asking for advice about
resting.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어야지

어휘 Vocabulary
휴식 Rest

●

긴장(하다/되다)
말하기 시험을 볼 때 너무 긴장이 되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

늦잠
나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수업에 지각했다.

●

마음대로
뷔페에 가면 음식을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

목욕(하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서 기분이 상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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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불안(하다)
집의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고 나온 것 같아 지금 매우 불안해요.

●

상담
나는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려고 시간 약속을 했다.

●

수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친구와 수다를 떨면 기분이 좋아진다.

●

수면
밤에 수면이 부족하면 낮에 졸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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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휴식 Rest

●

안정되다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친구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

여유
지난주에 바쁜 일이 끝나서 요즘은 여유가 좀 있어요.

●

우울(하다)
비도 오고 약속도 취소돼서 기분이 우울해요.

●

치료(하다)
나는 어제 갑자기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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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한숨
정우는 걱정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한숨을 쉬었다.

●

휴식
바쁜 현대인에게는 휴식이 꼭 필요하다.

●

숨을 쉬다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숨을 쉬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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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휴가 Vacation

●

교외
이번 주말에는 도시를 떠나서 교외로 드라이브를 가려고 해요.

●

구경거리
이 축제에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네요.

●

기분 전환
매일 일만 하다가 기분 전환을 하려고 여행을 다녀왔다.

●

온천
온천에 가서 온천물로 목욕을 하니까 피곤이 풀렸다.

170

7과ㆍ여행을 가는 대신에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네요

●

Part 1

즐기다
이번 여름에는 조용한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

피서
올 여름에는 산으로 피서를 갈 예정이다.

●

휴양지
이번 여행은 관광지가 아니라 휴양지에 가서 푹 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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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수면

여유

구경거리

1)

저쪽에                               이/가 많으니까 가 봅시다.

2)

약속 시간까지                               이/가 있어서 잠깐 커피숍에 들렀어요.

3)

충분한                               은/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4)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처음으로 혼자서 살게 되니 무척                               해요.

충분하다 to b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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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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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appropriate word to fill in the blank.

1)

대한 씨는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을/를 쉬고 있어요.
① 수면

2)

④ 휴식

② 늦잠

③ 온천

④ 치료

다음 주에 담임 선생님께 대학교 진학                               을/를 받기로 했어요.
① 상담

4)

③ 한숨

중요한 시험이 며칠 안 남아서 매우                               이/가 된다.
① 긴장

3)

② 치료

② 수다

③ 수면

④ 여유

며칠 고생했으니 휴가 기간 동안 충분한                               을/를 즐기세요.
① 교외

걱정 worry

② 기분

③ 치료

④ 휴식

진학 scholastic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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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느라고
정의

예시

앞의 행동이 뒤에 오는 내용에 대한 원인이나 목적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used to show that the action in the preceding phrase is the cause or
reason for the action in the following phrase.

아까 씻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어제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늦게 잤어요.
친구 생일 선물을 사느라고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동생을 마중하느라고 기차역에 갔다 왔어요.

정보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받침 O

먹다

먹느라고

받침 X

오다

오느라고

받침 ‘ㄹ’

살다

사느라고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어젯밤에 책을 읽느라고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요. (읽다)

1

음악을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듣다)

2

아침에 급하게                                     휴대 전화를 집에 놓고 왔어요. (나오다)

3

                                    영화를 제대로 못 봤어요. (졸다)

시험공부 test p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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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 welcome

어젯밤 las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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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보기

돈을 찾다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빌리다

은행에 다녀왔어요

등록금을 벌다

자료를 찾고 있어요

발표 준비를 하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돈을 찾느라고 은행에 다녀왔어요.

1

                                                                                                                                                             .

2

                                                                                                                                                             .

3

                                                                                                                                                             .

등록금 tuition
발표 presentation

벌다 to earn

자료 research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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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자마자
정의

앞 내용의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고 곧바로 뒤 내용의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at the action in the following phrase happened directly after
the action in the preceding phrase.

예시
정보

리사는 밥을 먹자마자 커피를 마셨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하고 싶어요.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자마자

오다

오자마자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배가 고파서 빵을 사자마자 바로 다 먹었어요. (사다)

1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잠이 들었어요. (눕다)

2

수업이                                     시험공부를 하러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끝나다)

3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버스에서                                     뛰어왔어요. (내리다)

눕다 to lay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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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다 to ru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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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월급을 받다

첫눈에 반했어요

집에 들어오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미카 씨를 보다

새 휴대 전화를 샀어요

교실 의자에 앉다

옆 자리 친구와 이야기했어요

보기

월급을 받자마자 새 휴대 전화를 샀어요.

1

                                                                                                                                                             .

2

                                                                                                                                                             .

3

                                                                                                                                                             .

월급 salary

갈아입다 to change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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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

대신에

정의

예시
정보

앞에 오는 내용 말고 그와 비슷한 수준인 뒤에 오는 내용으로 바꾸어 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the action in the following phrase was used as or is being offered
as an alternative for the action in the preceding phrase.

밤이 너무 늦어서 친구에게 전화하는 대신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대신에 외식하기로 했어요.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는 대신에

-은 대신에

받침 O

먹다

먹는 대신에

받침 X

오다

오는 대신에

받침 ‘ㄹ’

살다

사는 대신에

받침 O

먹다

먹은 대신에

받침 X

오다

온 대신에

받침 ‘ㄹ’

살다

산 대신에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이번 방학에는 고향에 다녀오는 대신에 여행을 할 계획이에요. (다녀오다)

1

이 아파트는 집값이                                     편리한 점이 많아요. (비싸다)

2

주말에 집에서 책을                                     도서관에 갈 생각이에요. (읽다)

3

이번 휴가에는 유명한                                     작고 조용한 온천에 가기로 했어요. (관광지)

외식 ea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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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housing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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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현금

마시다

운동하다

사러 가다

보기

커피를 마시는 대신에 주스를
마시는 게 어때요?
X

O

1
비가 와서 밖에서                                 집에서
요가를 했어요.

X

O

2
저는 요즘 필요한 것을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X

O

3
지갑에 돈이 없어서

                                 카드를 사용했어요.

X

O

현금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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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지금 방 정리하고
있었어.

사비나, 뭐 하고
있었어?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적당히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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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Choose the drawing that depicts what the woman is doing.

①

②

③

④

2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conversation.

① 여자는 고민이 있다

② 여자는 내일 일하러 갈 것이다.

③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④ 여자는 그동안 방 청소를 하지 못했다.

3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What is the man doing right now?

① 청소를 하고 있다.

② 누워서 쉬고 있다.

③ 요리를 하고 있다.

④ 영화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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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어야지
정의

예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해 필수적인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phrase is a prerequisite for the following
phrase.

이 건물은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열여덟 살이 넘어야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중요한 일정은 메모를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정보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Combine with verbs, adjectives, and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ㅏ, ㅗ

오다

와야지

ㅏ, ㅗ  X

먹다

먹어야지

하다

공부하다

ㅏ, ㅗ

작다

작아야지

ㅏ, ㅗ  X

길다

길어야지

하다

조용하다

받침 O

학생

학생이어야지

받침 X

의사

의사여야지

공부해야지

조용해야지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영수증을 가져가야지 교환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져가다)

1

외운 단어는 많이                                 계속 기억할 수 있어요. (사용하다)

2

학생증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있다)

3

길 건너편에서 버스를                                 기차역에 갈 수 있어요. (타다)

비밀번호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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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다 to go over / to exceed

가져가다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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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단 음식을 먹어야지 스트레스가
풀려요.

단 음식을 먹다

1
저는                                                       
스트레스가 풀려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다

2
저는                                                       
스트레스가 풀려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다

3
저는                                                       
스트레스가 풀려요.

노래를 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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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휴가 때 할 일에 대해 조언하기

가: 이번 휴가 계획 세웠어요?
나: 아니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어요. 요새 계속 출장을 다니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휴가가 다음 주인데 생각도 못 해 봤어요.
가: 그러면 어딘가 여행을 가는 대신에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피곤할 때에는 집에서 푹 쉬는 게 제일 좋아요.
나: 그렇죠?
가: 네. 집에서 푹 쉬면서 그동안 바빠서 못 본 드라마를 찾아서 보면 어때요?
요새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아요.
나: 오, 그거 좋겠네요.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출장 business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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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휴
힘들다

공부하느라고 여유가 없다
못 읽은 책을 읽어 보다

연휴

어딘가 가다

새로 나온 책이 많다

재미있는 책이 있다
보기

가: 이번 연휴 계획 세웠어요?
나: 아니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어요. 요새                                         
                                                  .              가 다음 주인데 생각도 못 해 봤어요.
가: 그러면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집에서 푹 쉬는 게 제일 좋아요.
나: 그렇죠?
가: 네. 집에서 푹 쉬면서 그동안 바빠서                                              어때요?
      요새                                                     .
나: 오, 그거 좋겠네요.                                                     알려 주세요.

과제

1

여러분은 피곤해하는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어요?

2

친구에게 어떤 휴가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3

왜 그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What kind of advice would you give to a friend who is very tired?

What kind of vacation would you advise your friend to take?

Why would you recommend that kind of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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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사람에게 잠은 매우 중요하다. 수면이 부족해도, 지나쳐도 건강에 좋지 않다.
먼저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시험공부를 하면 시험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평소와 같이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보통 때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수면이 부족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망치기도 한다.
그런데 반대로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평일에 일을 하느라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대신
주말에 하루 종일 자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주말에 잠을 많이 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 평일에 더 피곤해진다.
사람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은 6~7시간 정도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이 수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나치다 to be excessive
흐리다 unclear
충분히 su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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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mistake
망치다 to ruin
방해 hindrance

판단 judgement
주의 care / be careful
적당하다 to b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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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① 수면 시간과 건강

② 잠을 잘 자는 방법

③ 수면 시간과 시험 점수

④ 일과 수면 부족의 관계

2 읽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text.

①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을 못하게 된다.
② 수면이 부족하면 판단을 잘 못하게 된다.
③ 잠을 적게 자면 일을 잘하지 못하게 된다.
④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3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 to fill in the blank.

평소에 이상적인 수면 시간을                                    건강하다.
① 지켜야

② 자느라고

③ 하자마자

④ 선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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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인터넷 게시판에 조언을 구하는 글 쓰기

글 작성
제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남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일에 일 때문에 몹시 바쁩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아 2~3시간 정도 일을 더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직업 때문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라서 꼭 해야 합니다. 휴일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공부를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계속되니 너무 피곤하고 우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쓰기

몹시 extre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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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27살 여자 대학원생

공부

수업이 끝나도 공부를 더 하다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등록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주말, 일어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기

글 작성
제목
보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평일에                   때문에 몹시 바쁩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그리고                  에는                                                                                     . 
                                                                        꼭 해야 합니다. 
휴일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계속되니 너무 피곤하고 우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제

1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2

그 고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에요?

3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글을 써 보세요.

What kinds of concerns do you have?

What do you think is the cause for your concern?

	Using the information from the previous questions, write a short sentence asking
for advice about your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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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과
궁금한 것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Leave a comment in the Internet forum if you hay any questions.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인터넷’ 및 ‘컴퓨터’와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the Internet’
and ‘computer.’
●

‘-어야겠-’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야겠-’
●

‘-을 텐데’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을 텐데’
●

‘요’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요’

어휘
●

Vocabulary

인터넷 관련 어휘

The Internet related vocabulary
●

컴퓨터 관련 어휘

Computer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어야겠-     ● -을 텐데

듣기
●

Grammar

Listening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Internet videos.

말하기
●

Speaking

통신 매체의 좋은 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the benefits of
communications media.

읽기
●

Reading

1인 미디어 방송을 만드는 사람의 인터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an interview with
an independent media broadcaster.

쓰기
●

Writing

애플리케이션 사용 후기를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review for an app.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요

어휘 Vocabulary
인터넷 The Internet

●

다운로드(하다)
온라인 수업 교재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

댓글
궁금한 것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

등록(하다)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려면 먼저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메시지
내가 지금 전화를 못 받으니까 휴대 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줘.

●

발전(하다)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

알리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일정을 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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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업로드(하다)
이번 행사 사진은 홈페이지에 업로드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에스엔에스(SNS)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다.
●

온라인
저희 회사의 제품은 온라인으로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
요즘은 요가 같은 운동도 온라인 강의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

올리다
신입 회원 모집 글은 대한 씨가 홈페이지에 올려 주세요.

●

첨부 파일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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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컴퓨터 Computer

●

기록(하다)
오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남겨 놓았습니다.

●

녹화(하다)
리사는 제주도를 여행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여행 동영상을 만들었다.

●

삭제(하다)
필요 없는 파일들은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영상
리사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찍어 남기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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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저장(하다)
아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했어요.

●

피시(PC)방
어제는 친구들과 함께 피시방에서 게임을 했어요.

●

고장(이) 나다
어제부터 컴퓨터가 고장 나서 인터넷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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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pictures and words that match with each other.

1)
고장

2)
댓글

3)
피시방

4)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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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알리다

올리다

삭제하다

다운로드하다

1)

숙제를 끝내고 필요 없는 파일을 모두                                    았다/었다.

2)

쯔엉이 이벤트 소식을 메일로                                    아/어 주었다.

3)

행사 때 찍은 사진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으)ㄹ게요.

4)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자료실에서                                    았다/었다.

이벤트 event

홈페이지 homepage

자료실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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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어야겠정의

1. 어떤 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a strong intent.

2.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a need for something to be done.

예시

1. 내일이 오빠 생일이니까 오늘 미리 선물을 사야겠어요.
친구가 빌려준 책을 빨리 읽고 돌려줘야겠어요.
앞으로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겠어요.
2. 민국 씨가 기침을 계속 하는 걸 보니 병원에 가야겠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나갈 때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어요.

정보

1.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ㅏ, ㅗ

오다

와야겠어요

ㅏ, ㅗ  X

먹다

먹어야겠어요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야겠어요

2.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돌려주다 to giv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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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 ㅗ

오다

와야겠어요

ㅏ, ㅗ  X

먹다

먹어야겠어요

하다

공부하다

ㅏ, ㅗ

작다

작아야겠어요

ㅏ, ㅗ  X

길다

길어야겠어요

하다

조용하다

받침 O

학생

학생이어야겠어요

받침 X

의사

의사여야겠어요

공부해야겠어요

조용해야겠어요

8과ㆍ궁금한 것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9과ㆍ성격과
남겨 주세요
외모

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에스엔에스(SNS)에 지난번 여행 사진을 올려야겠어요. (올리다)

1

이번 여름에는 휴가를 꼭                                  . (가다)

2

피곤하니까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 (쉬다)

3

오늘은 잊지 말고 친구가 보낸 편지에                                  . (답장하다)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먹다

보기

1

크다

올려놓다

저장하다

가: 머리가 아파서 약을 좀 먹어야겠어요.
나: 괜찮아요? 너무 아프면 집에 가서 쉬는 게 어때요?

가: 이 책들을 가방에 다 넣을 수 있을까요? 가방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나: 그렇네요. 가방이 좀 더                                  . 제가 더 큰 가방을 찾아볼게요.

2

가: 요즘 수아가 물건들을 전부 입에 넣으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나: 아기에게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높은 곳에                                  .

3

가: 휴대 전화가 고장 나서 휴대 전화로 찍은 사진이 다 삭제됐어요.
나: 앞으로는 휴대 전화로 찍은 사진을 미리 노트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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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을
정의

텐데
말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믿고 말하는 앞의 내용이 뒤에 말하는 내용에 대한 전제가 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the following phrase is predicated on the preceding phrase
indicating the speaker’s beliefs.

예시

짐이 많아서 무거울 텐데 제가 좀 들어 줄까요?
운동하느라 목이 마를 텐데 물 좀 드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얼른 들어와서 앉으세요.

정보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받침 O

먹다

먹을 텐데

받침 X

오다

올 텐데

받침 ‘ㄹ’

살다

살 텐데

받침 O

작다

작을 텐데

받침 X

크다

클 텐데

받침 ‘ㄹ’

길다

길 텐데

받침 O

학생

학생일 텐데

받침 X

의사

의사일 텐데
의살 텐데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플 텐데 어서 드세요. (배고프다)

1

떡볶이는 많이                                    김밥을 먹는 게 어때요? (맵다)

2

퇴근 시간이라 길이                                    지하철을 타고 가요. (막히다)

3

지금 미국은                                    전화해도 괜찮을까요? (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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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보기

일이 많아서 바쁘다

저녁때는 집에서 좀 쉬세요

1

주말이라 표를 구하기 힘들다

공연은 다음에 봐요

2

지훈 씨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다

늦으면 전화를 해 주세요

3

사비나가 지금 아르바이트 중이다

나중에 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이 많아서 바쁠 텐데 저녁때는 집에서 좀 쉬세요.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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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미카 씨, 뭐 보고
있어요?

‘유쾌한 민우 씨’의
동영상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유쾌 pleasure
들여다보다 look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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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perhaps
일상 daily life

일상 생활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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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What are the they watching?

① 여행 동영상

② 일상생활 동영상

③ 카메라 소개 동영상

④ 동영상 제작 교육 동영상

2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남자는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을 모른다.
②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아직 유명하지 않다.
③ 여자는 이 동영상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④ 이 동영상은 주인공의 일상생활을 보여 준다.

3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여자는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 (                    )
② 남자는 좋은 카메라를 살 것이다. (                    )
③ 남자는 휴대 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고 싶어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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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요
상대방에게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정의

It is an expression used when speaking in honorifics to another.

엄마, 지수가요. 갑자기요. 저한테요. 화를 냈어요.

예시

백화점에서요. 오늘부터 세일을 해요. 우리 빨리 가 봐요. 빨리요.
가: 한국에서 가 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요?
나: 제주도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명사, 조사, 어미, 부사 등에 붙는다.

정보

It is combined with nouns, particles, adverbs, the ending of a word, etc.

명사

학생

학생요

의사

의사요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점심에 뭐 먹었어요?
나: 김밥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김밥)

가: 이 자료는 어디에서 찾았어요?
나:                                . 쉬는 시간에 가서 찾았어요. (도서관에서)

2

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책은 언제 빌려줄까요?
나:                                . 빨리 보고 싶어요. (지금)

3

가: 저기 마트가 보이네요.
나:                                ? 마트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안 보여요. (어디)

세일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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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그리고
보기

1

원피스

틈틈이

학교에서

가: 요즘 많이 바쁘잖아요. 언제 제 목도리까지 만든 거예요?
나: 틈틈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만들었어요.

가: 백화점에 가서 뭐 샀어요?
나:                                . 요즘 세일 중이라서 가격도 아주 싸더군요.

2

가: 가영 씨와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나:                                .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만나기로 해서요.

3

가: 불고기를 만들 때는 고기와 간장이 필요해요.
나:                                ?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틈틈이 in one’s spare time

목도리 sc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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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인터넷 통신 매체의 좋은 점에 대해 평가하기

가: 사비나 씨, 뭐 했어요?
나: 엄마하고 컴퓨터로 영상 통화했어요.
가: 어머니하고 자주 통화해요?
나: 일주일에 세 번 정도요.
가: 외국에 있으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날 텐데 영상 통화를 하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나: 맞아요. 인터넷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가: 그렇겠네요. 저는 부모님께서 근처에 사시는데도 부모님께 한참 동안
연락을 못 드렸네요. 얼른 전화해 봐야겠어요.
나: 그럼 가영 씨도 영상 통화를 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더 반가워하실 거예요.
통화 phone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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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친구들 에스엔에스(SNS)를 보다

에스엔에스는 자주 하다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친구들 소식이 궁금하다, 에스엔에스를 하면 친구들 소식을 바로 알 수 있다
친구들의 일상을 알 수 있다

친구들이 가까이 살다, 오랫동안 친구의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

친구들 에스엔에스를 확인해 보다
친구들 에스엔에스를 찾아보고 친구들 글에 댓글도 써 보다

친구들이 반가워하다

가: 사비나 씨, 뭐 했어요?
보기

나: 친구들 에스엔에스(SNS)를 봤어요.
가:                                                                ?
나:                                              요.
가: 외국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맞아요. 인터넷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좋아요.
가: 그렇겠네요. 저는                                                                                                               .
얼른                                                                       .
나: 그럼 가영 씨도                                                                                                    .

                                                                                                  .

과제

1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자주 해요?

2

그것을 왜 자주 해요?

3

그것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internet?

Why do you usually do that?

What do you like about doing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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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1인 미디어 방송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유쾌한 민우 씨’의 주인공, 김민우 씨를 인터뷰해 보았다.
Q: 1인 미디어가 뭐예요?
A: 개인이 만든 영상을 블로그나 에스엔에스(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을 말해요.
Q: 방송은 어떻게 만드세요?
A: 계획과 촬영 모두 제가 해요. 방송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에서 찾기도 하고
시청자분들의 댓글에서 얻기도 해요.
Q: 그럼 그 모든 방송을 혼자 만드시는 거예요?
A: 네. 아직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할 수 있어요.
Q: 1인 미디어 방송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A: 어려운 점요? 가끔 아이디어가 없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도 모두 즐겨요. 만약 이 모든 일을 누가 시켜서 했으면 못 했을 텐데
제가 스스로 계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Q: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A: 저처럼 1인 미디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함께 모여서 만들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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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1인 미디어 방송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모두 고르세요.

Where can one watch an independent media broadcaster? Choose all the correct answers.

① 신문

② 라디오

③ 에스엔에스(SNS)

④ 개인 블로그

2 김민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s about Minwoo Kim.

① 아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다.
②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
③ 스스로 계획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다.
④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

3 김민우의 꿈은 무엇이에요?

What does Minwoo Kim want to do in the future?

① 세계 여행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싶어 한다.
②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고 싶어 한다.
③ 1인 미디어 방송을 소재로 하여 책을 쓰고 싶어 한다.
④ 1인 미디어 방송을 만드는 사람을 모아 회사를 세우고 싶어 한다.

미디어 media
개인 independent / private

방송 broadcast
아이디어 idea

인터뷰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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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애플리케이션 사용 후기 쓰기
<여행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능을 알기 쉽게 표시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행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여행을 하는 동안 정말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찾았을 때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저장 기능이 없으니까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 찾아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훨씬 편할 텐데 지금은 없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플리케이션 app
표시 to indicate / to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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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요리 정보 관련

소개하는 요리 종류가 가장 많았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만들기 어려운 음식이다, 음식을 만들다
필요한 재료의 양도 정확하게 알려 주다, 처음 만드는 음식도 맛있게 만들 수 있다
댓글을 다는 기능이 없다, 요리 방법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리를 실패했을 때 질문하기가 어렵다
보기

요리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다

< 요리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
                                                  때문에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
이것만 있으면                                                                           지금은 없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1

여러분은 여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chosen a specific app from many apps?

2

그 애플리케이션을 왜 선택했어요?

3

그것의 장점이 무엇이에요? 아쉬운 점이 무엇이에요?

Why did you choose that particular app?

What advantages did the app have? Did anything disappoint you about th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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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읽고 써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complete the writing assignment.

다음 주에 친구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친구 생일 선물을 사느라고 백화점, 시장 등 여기저기에
가 봤지만 적당한 물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쇼핑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옷, 가방, 화장품, 손목시계, 컵 등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줄 선물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입하자마자 할인 쿠폰을 주었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는 대신에 이 쇼핑몰을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시간과 돈 모두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생일 선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텐데 빨리 이 쇼핑몰을
추천해야겠습니다.

손목시계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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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과제Ⅰ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and answer the questions.

1 어디를 소개하고 있어요?

What did this person see on the weekend?

2 그곳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Why did this person cry?

과제Ⅱ 여러분이 자주 가는 가게나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써 보세요.
Write about the video would you make if you could.

1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어떤 곳에 가요? 어떤 쇼핑몰을 이용해요?
Where do you make your purchases on the internet?

2 그곳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What are the features of that online shopping site?

3 그곳에서 물건을 사면 어떤 점이 좋아요?

What do you like about purchasing goods from there?

과제Ⅲ

과제Ⅱ

를 활용하여 가게를 추천하는 글을 써 보세요.

Use ‘과제2’ to write a short passage recommending a store.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느라고

-자마자

-는 대신에

-어야겠-

-을 텐데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가입하다

쇼핑몰

아끼다   

여기저기

우연히

적당하다  

추천하다

할인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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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
제 친구는 성격이 활발해요
My friend has an active personality.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성격’과 ‘외모’를 나타내는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personality’
and ‘appearance.’
●

‘-었었-’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었었-’
●

‘-어 보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 보이다’
●

‘-거든’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거든’

어휘
●

Vocabulary

성격 관련 어휘

Personality related vocabulary
●

외모 관련 어휘

Appearance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Grammar

-었었-     ● -어 보이다     ● -거든

듣기

Listening

 사람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describing people’s appearances.

말하기

Speaking

 사람의 성격과 외모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Students can speak about people’s personalities and
appearances.

읽기

Reading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introducing people.

쓰기

Writing

 성격과 외모를 중심으로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Students can write a text about introducing people
based on personality and appearance.

어휘 Vocabulary
성격 Personality

●

내성적
저는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

농담
반 친구들은 쯔엉의 농담을 듣고 크게 웃었다.

●

밝다
미카 씨는 성격이 밝아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

사교적
지연 씨는 사교적이어서 어디에서나 친구를 잘 사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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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적극적
나타샤는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조용하다
제 친구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저랑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해요.

●

활발하다
리사는 성격이 활발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

유머가 있다
제 동생은 유머가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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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외모 Appearance

●

깔끔하다
미카 씨가 새로 산 옷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뻤어요.

●

(안경, 반지) 끼다
나타샤 씨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껴요.

●

단정하다
나타샤 씨는 언제나 옷을 단정하게 입어요.

●

(가방) 들다
저는 오늘 검은색 가방을 들 거예요.

●

(넥타이, 스카프) 매다
민국 씨가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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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안경, 모자, 우산) 쓰다
빨간색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가영 씨예요.

●

(시계, 팔찌) 차다
부부가 같은 시계를 차고 있다.

●

표정
샤오위는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웃었다.

●

미소를 짓다
엄마는 우리를 보면서 항상 미소를 짓고 있어요.

●

액세서리(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하다
리사 씨는 예쁜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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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농담

활발하다

내성적이다

1)

후안은                               을/를 잘해서 친구들을 즐겁게 만든다.

2)

날씨가 추운데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3)

                              (으)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지 못한다.

4)

우리 반 모든 일에                               (으)로 참여하는 리사를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뛰어놀다 to run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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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참여 participation

반장 class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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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1)

모자를

차다

2)

반지를

들다

3)

시계를

끼다

4)

가방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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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었었정의

앞 말이 현재와 다르거나 현재로 이어지지 않는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는 어미.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that the situation in the preceding phrase is either
different from the present situation or did not continue into the present.

예시

한국에 있을 때는 김치찌개를 자주 먹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이가 비슷한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았었어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동사

형용사

ㅏ, ㅗ

오다

왔었어요

ㅏ, ㅗ  X

먹다

먹었었어요

하다

공부하다

ㅏ, ㅗ

작다

작았었어요

ㅏ, ㅗ  X

길다

길었었어요

하다

조용하다

받침 O

학생

학생이었었어요

받침 X

의사

의사였었어요

공부했었어요

조용했었어요

(명사)이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지수는 고등학생 때까지 부산에 살았었어요. (살다)

1

신입생 때는 자주 도서관에서 혼자                                    습니다/ㅂ니다. (공부하다)

2

지난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아요/어요. (가다)

3

지금은 머리가 짧지만 취직하기 전에는 머리가                                    아요/어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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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예전

요즘

이 커피숍에 자주 왔다

이 커피숍에 자주 오지 않는다

→ 예전에는 이 커피숍에 자주 왔었다.

1

선생님이 되기 전

선생님이 된 후

성격이 내성적이었다

성격이 내성적이지 않다

→ 선생님이 되기 전에는 성격이                                                                 .

2

어릴 때

지금

만화책을 자주 읽었다

만화책을 읽지 않는다

→ 어릴 때는 만화책을 자주                                                             .

3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현재

매우 조용했다

잘 웃고 재미있는 농담도 한다

→ 민우 씨는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매우                                    .

비슷하다 to be similar

신입생 fres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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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어
정의

보이다
겉으로 볼 때 앞의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추측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a feeling or speculation based on something’s or someone’s
outer appearance in the preceding content.

예시

그 청바지를 입으니까 다리가 길어 보여요.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adjectives.

형용사와 결합한다.
ㅏ, ㅗ

작다

작아 보이다

ㅏ, ㅗ  X

길다

길어 보이다

하다

조용하다

조용해 보이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나타샤 씨가 만든 케이크가 맛있어 보여요. (맛있다)

1

안경을 쓰니까                                   . (똑똑하다)

2

지훈 씨와 쯔엉 씨는 사이가 아주                                   . (좋다)

3

미카 씨는 나이보다 5살은                                   . (어리다)

청바지 blue j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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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좁다

크다

단정하다

시원하다

보기

→ 머리를 자르니까 시원해 보여요.

1
→ 가구가 많으니까
방이                                                       .

2
→ 구두를 신으니까
키가                                                       .

3
→ 양복을 입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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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거든
정의

예시

앞의 내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생각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used by the speaker to indicate the reason, cause, or rationale behind the
information in the preceding content.

가: 빵 먹을래?
나: 아니. 배불러. 좀 아까 밥 먹었거든.
가: 후안 씨 생일 선물로 왜 책을 샀어요?
나: 후안 씨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정보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먹다

먹거든

오다

오거든

작다

작거든

크다

크거든

받침 O

학생

학생이거든

받침 X

의사

의사거든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사람들이 요즘 이 영화를 많이 보네요.
나: 영화가 재미있거든요. (재미있다)

가: 가영 씨는 친구가 많네요.
나: 성격이                                   . (사교적이다)

2

가: 떡볶이를 왜 안 먹어요?
나: 저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 (아프다)

3

가: 어제 왜 집에 일찍 갔어요?
나: 오랜만에 할머니께서 집에                                   .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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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가볍다

막히다

일했다

회의 중이다

보기

가: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줄까요?
나: 괜찮아요. 무거워 보이지만
가볍거든요.

1
가: 공연장까지 버스를 타고 갈까요?
나: 버스 말고 지하철을 타요.
이 시간에는 길이                                    .

2
가: 리사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나: 어제 밤늦게까지 안 자고                               .

3
가: 후안 씨,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나: 미안해요. 지금은                                         .
제가 이따가 전화할게요.

아까 earlier

이따가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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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응. 지금은 렌즈를
끼지만 그때는
안경을 썼었어.

고등학교 때는
안경을 썼어?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렌즈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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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두 사람이 보고 있는 사진을 고르세요.

Choose the picture that two people are looking at.

①

②

③

④

2 이 사진은 언제 찍었어요?
When was this picture taken?

① 대학교 때

② 중학교 때

③ 고등학교 때

④ 초등학교 때

3 사진 속에서 남자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Who is the person next to the man in the picture?

① 사촌

② 삼촌

③ 선생님

④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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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자기 소개하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가영입니다.
저는 성격이 매우 활발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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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이지연

조용하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혼자 있다
독서 동아리

안녕하세요?
보기

제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저는 성격이 매우                                          .
                                                      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 좋아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과제

1

여러분은 성격이 어때요?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2

여러분은 뭐 하는 것을 좋아해요?

3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었어요?

What do you like to do?

What experiences have you had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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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민우이다.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민우와 가장 친하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내성적인 성격인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웠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목소리도 크고 잘 웃는 그 아이는 성격이 활발해 보였다.
“너는 어느 학교 졸업했어? 우리 같이 점심 먹을래?”
그 동안은 친구가 없어서 매일 혼자 점심밥을 먹었었는데 그 친구가 말을
걸어 주어서 정말 기뻤다. 그 후, 우리는 매일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점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해 주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힘든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다.
지금도 그 친구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다.
점심밥 lunch
시절 a time w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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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이 사람은 중학교 때 성격이 어땠어요?

What was this person's personality like in middle school?

① 밝았어요.

② 활발했어요.

③ 내성적이었어요.

④ 적극적이었어요.

2 친구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What was his first impression of his friend like?

①

②

③

④

3 시간 순서대로 그림을 맞춰 보세요.

Arrange the pictures in chronological order.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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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친구 소개하는 글 쓰기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김미라이다.
우리는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다.
미라의 첫인상은 조금 차가워 보였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친절하고 밝은 성격이다.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에게 미라는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 준다.
나도 미라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미라는 나에게 정말 둘도 없는 좋은 친구이다.

차갑다 to be cold
위로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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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in reality / really
힘이 되다 to be an encouragement
둘도 없다 to be second to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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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이진호

중학생

진호, 매우 밝다

실제로도 유머가 있다, 활발하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아서 인기가 많다
진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다

보기

진호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이진호이다.
우리는                                                  때 처음 만났다.                                                    
          의 첫인상은                                                  .                               
                                                                                 성격이다.                                  
                                                                                                          
나도                                                                                      .               
           는 나에게 정말 둘도 없는 좋은 친구이다.                                                                                                                      

과제

1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2

그 친구를 언제 처음 만났어요?

3

그 친구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4

그 친구의 성격, 장점은 무엇이에요?

What is your best friend's name?

When did you first meet your best friend?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your friend like?

What is your friend's personality like and what are your friend’s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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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Whether it’s studies or sports, there’s nothing he can’t do.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능력’ 및 ‘평판’을 나타내는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ability’ and
‘reputation.’
●

‘-는 편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편이다’
●

‘같이’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같이’
●

‘이면’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이면’

어휘
●

Vocabulary

능력 관련 어휘

Ability related vocabulary
●

평판 관련 어휘

Reputation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Grammar

-는 편이다     ● 같이    
듣기

Listening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evaluating someone’s skills.

말하기

Speaking

 사람의 능력을 소개하고 평가할 수 있다.

●

Students can introduce someone’s skills and
evaluate them.

읽기

Reading

 사람의 업적을 서술하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a text describing
someone’s accomplishments.

쓰기

Writing

 능력과 평판을 중심으로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Students can write an introduction based on
someone’s skills and reputation.

부가문법 Additional Grammar

 이면

●

어휘 Vocabulary
능력 Ability

●

가능하다
지연 씨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

관찰력
쯔엉 씨는 관찰력이 좋아서 그림을 잘 그려요.

●

기억력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중요한 일을 자주 잊어버려요.

●

(악기를)다루다
나타샤 씨는 무슨 악기를 다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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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재능
지훈 씨는외국어에 재능이 있어서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어요.

●

집중(하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주변이 시끄러우면 집중이 안 돼요.

●

호기심
가영 씨는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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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평판 Reputation

●

대단하다
리사 씨, 정말 발표를 잘하네요. 대단해요.

●

뛰어나다
샤오위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요.

●

마음씨
샤오위 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어요.

●

배려심
미카 씨는 배려심이 깊어서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

부족하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

서투르다
사비나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실수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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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성실하다
후안 씨는 성실해서 회사에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

예의
어른들께 말할 때는 예의를 잘 지켜야 한다.

●

존경(하다)
명숙 씨는 가족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어요.

●

책임감
민국 씨는 책임감이 강해서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

태도
정우는 수업 태도가 좋아서 선생님들께 자주 칭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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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1)

재능이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

2)

집중을 잘한다.

아주 옛날 일도
잘 기억한다.

3)

관찰력이 좋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

4)

기억력이 좋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조금만 변해도 잘 안다.

242

10과ㆍ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Part 1

2 알맞은 것에 ○ 하세요.

Circle (O) the appropriate word.

배려심

책임감

1)

대한 씨는

2)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예의
3)

을/를 받고 있다.

리사 씨는 지난달부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직은

4)

존경

이 강해서 모든 일을 끝까지 해낸다.

뛰어나지만

서투르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다.

보통 사람이면 이틀은 걸릴 일을 하루에 다 하는 걸 보면 민국 씨는 정말

대단한

부족한

강하다 to be strong
세종대왕 King Sejong

사람이에요.

해내다 to accomplish (something)

한글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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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
정의

편이다
앞 말의 내용이 어떠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대체로 어떤 쪽에 속하거나
가까움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that the information in the preceding phrase tends to
lean toward one side but without declaring a definitive observation.

예시

쯔엉 씨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이에요.
리사 씨는 모든 일에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동사

먹다

먹는 편이다

오다

오는 편이다

살다

사는 편이다

받침 O

작다

작은 편이다

받침 X

크다

큰 편이다

받침 ‘ㄹ’

길다

긴 편이다

있다, 없다

재미있다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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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 같아요
외모

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좋아하다

1

많다

2

자주 보다

3

잘하다

싫어하다
적다

저는 친구가                                                                        .

거의 안 보다
못하다

저는 김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영화를                                                                        .

저는 달리기를                                                                        .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미카는 머리가 긴 편이에요. (길다)

1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커피를 많이                                                         . (마시다)

2

회사 앞 식당이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 (싸다)

3

리사는 시끄러운 곳에서도 집중을                                                             . (잘하다)

달리기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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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같이
‘앞 말이 가지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정의

It is a particle that uses simile to point out a particular characteristic of the preceding content.

예시

나타샤는 가수같이 노래를 잘해요.
외출에서 돌아온 언니의 손이 얼음같이 차가웠다.

정보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

학생

학생같이

의사

의사같이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가족

보기

모델

한겨울

리사는 모델같이 키가 커요.

1

오늘 날씨가                                    추워요.

2

우리 회사 직원들은                                    사이좋게 지내요.

3

그림책에 나오는                                    예쁜 집에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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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나타샤가 불같이 화를 냈다.

1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2
샤오위가                                    예쁘게 미소를 짓고 있다.

3
옛날 어느 왕국에 피부가                                   
하얀 공주가 살았어요.

외출 outing
사이좋다 to get along
왕국 kingdom

얼음 ice
그림책 picture book

한겨울 midwinter
반짝이다 shining / spark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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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쯔엉 씨는 한국
사람같이 한국어를
잘하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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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남자가 잘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Choose all the things the man does well.

①

②

③

④

2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남자는 한국 사람입니다.

② 남자는 한국어를 못합니다.

③ 남자는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④ 남자는 한국어를 더 공부할 것입니다.

3 여자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statement that correctly describes the woman.

① 남자와 함께 컴퓨터를 배울 것입니다.
② 남자와 함께 한국어를 배울 것입니다.
③ 남자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④ 남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249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이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

정의

It is a particle that shows the connection between two or more objects of the same qualifications.

예시

민국 씨는 청소면 청소, 요리면 요리 못하는 집안일이 없어요.
그 가수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정보

명사에 붙는다.

Combine with nouns.

받침 O

학생

학생이면

받침 X

의사

의사면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Modify the phrases to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보기

정우는 어릴 때 수학이면 수학, 역사면 역사 못하는 과목이 없었다.

1

이 아파트는 경치                              경치, 교통                              교통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네요.

2

우리 동네 슈퍼마켓은 음식                         음식, 생활용품                           생활용품 없는 게 없어요.

3

이번에 새로 나온 휴대 전화는 디자인                         디자인, 가격                          가격 정말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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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보기

1

사이즈

멜로디

화면

성격

외모

소리

가사

색깔

이 옷은 사이즈면 사이즈, 색깔이면 색깔
리사 씨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노트북 컴퓨터는                                               ,                                              
모든 부분이 다른 제품보다 뛰어나다.

2

제
 남자 친구는                                              ,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없어요

3

저
 가수의 노래는                                              ,                                              
모두 감동적이에요.

수학 math
생활용품 household goods
부분 part

역사 history
화면 screen
감동적 touching

과목 subject
가사 ly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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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친구의 능력 평가하기

가: 수정 선배는 정말 운동선수같이 달리기를 잘하네요.
나: 맞아요. 동아리 다른 선배들보다 더 빨리 뛰네요.
가: 그렇죠? 수정 선배는 전공 공부도 잘해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 저는 운동을 좀 못하는 편이라 수정 선배가 정말 부러워요.
가: 우리 부러워하지만 말고 연습을 좀 해 볼까요?

뛰다 to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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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후안 씨, 가수, 노래를 잘 부르다
후안 씨, 한국어도 잘하다
노래를 못하다, 후안 씨
보기

다른 친구들, 훨씬 잘하다

한국어, 노래
노래방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하다

가: 후안 씨는 정말 가수같이 노래를 잘 부르네요.
나: 맞아요.                                              보다                                    .
가: 그렇죠?                        는                                                                   .
                                                          ,                                                                    .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 저는                                                                  가 정말 부러워요.
가: 우리 부러워하지만 말고                                                                               ?

과제

1
2
3

여러분의 친구는 무엇을 잘해요?
Name something your friend does well.

그 능력을 여러분과 비교하면 어때요?
How does your friend’s skill compare to your own?

여러분이 그것을 잘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What can you do to improve your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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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김만덕은 조선 시대에 제주에서 활동한 여자 상인이다.
김만덕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힘들게 자랐다.
어렵게 장사를 시작했지만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다.
제주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김만덕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쌀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녀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왕은 김만덕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큰 상을 내렸다. 김만덕은 능력이면
능력, 마음씨면 마음씨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조선 시대 Joseon Era
장사 business
나누다 to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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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rich man
왕 king

가난 poverty
재산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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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시간 순서대로 그림을 맞춰 보세요.

Arrange the pictures in chronological order.

①

②

③

2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제주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때 김만덕은 무엇을 했어요?

What did Manduk Kim do when the people of Jeju were on hard times because of the drought?

① 왕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②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했다.

③ 쌀을 사서 사람들에게 주었다.

④ 사람들에게 쌀을 싸게 팔았다.

3 김만덕을 평가한 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statement that are not the correct evaluations of Manduk Kim.

① 김만덕은 능력이 있었다.

② 김만덕은 마음이 고왔다.

③ 김만덕은 얼굴이 예뻤다.

④ 김만덕은 존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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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존경하는 인물 소개하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매우 부지런한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집에 와서는 좋은 아버지로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이면 일, 아이들 교육이면 교육 모든
일에 뛰어나셔서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돌보다 to car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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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고등학교 때 선생님

선생님,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다

역사를 재미있게 가르치다, 학생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시다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시다

보기

선생님, 가르치는 능력, 능력, 학생 상담, 상담, 학생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입니다. 
                                                                    .
                                                                                                                           
                                                                             .                                                          
그리고                                                                             
                                            이면                            ,                            이면                     
모든 일에 뛰어나셔서                         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과제

1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2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3

그분은 누구에게 존경을 받으세요?

Who is the person you admire the most?

What kind of person is he/she? What did he/she do?

Who else admires or respects tha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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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듣고 이야기해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parctice speaking.

가: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진짜 재미있었는데.
나: 응. 나는 평소에 일찍 자는 편이거든. 그런데 그 드라마는 너무 재미있어서
잠도 안 자고 봤어.
가: 그렇지? 그리고 주인공도 정말 멋있지 않아?
나: 맞아. 얼굴도 잘생겼는데 연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
가: 그 배우는 예전에 가수였어. 이번에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도 불렀고.
나: 그랬구나. 난 몰랐었어.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정말 못하는 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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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과제Ⅰ 듣고 따라 해 보세요.

Listen and repeat after the conversation.

과제Ⅱ 아래에 제시된 문법과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말해 보세요.

Use the grammar and expressions provided below and practice speaking out loud.

1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드라마/영화를 봤어요?
What TV drama or movie have you watched recently?

2 그 작품에서 나온 배우는 누구예요?
Who is the actor in it?

3 그 사람은 무엇을 잘해요?
What is that person good at?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거든

-는 편이다

이면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노래를 잘 부르다

춤을 잘 추다

연기를 잘하다

패션 감각이 좋다 / 뛰어나다

성격이 좋아 보이다

유머 감각이 있다

멋있다

얼굴이 잘생겼다 / 예쁘다 / 귀엽다

목소리가 좋다 / 예쁘다

분위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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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채소를 사려거든
시장에 가세요

If you want to buy vegetables, go to the market.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과일’, ‘채소’, ‘해물’을 나타내는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fruits,’
‘vegetables,’ and ‘seafood.’
●

‘-기 위해’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기 위해’
●

‘-거든2’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거든2’
●

‘이고’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이고’

어휘
●

Vocabulary

과일 관련 어휘

Fruits related vocabulary
●

채소 관련 어휘

Vegetables related vocabulary
●

해물 관련 어휘

Seafood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Grammar

-기 위해     ● -거든2
듣기

Listening

 음식 재료를 사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buying groceries.

말하기

Speaking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Students can speak about their favorite fruit.

읽기

Reading

 채소의 효능과 채소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read a text about the efficacy of eating
vegetables and what to watch out for.

쓰기

Writing

 사람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Students can write a text introducing vegetables that
people enjoy.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이고

어휘 Vocabulary
과일 Fruits

●

딸기
딸기로 잼을 만들었어요.

●

레몬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물에 레몬을 잘라서 넣어 마시면 좋다.

●

수박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수박을 먹읍시다.

●

복숭아
요즘 복숭아가 잘 익어서 아주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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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채소 Vegetables

●

감자
오늘 점심 때 감자를 먹었어요.

●

고구마
고구마는 달고 맛있어요.

●

고추
고추가 들어간 음식은 맵다.

●

당근
어머니는 매일 아침에 당근 주스를 만들어 주세요.

●

마늘
고기는 마늘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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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채소 Vegetables

●

무
무로 만든 김치를 깍두기라고 한다.

●

배추
저는 배추로 만든 김치를 가장 좋아해요.

●

버섯
버섯으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

신선하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기르신 채소가 아주 신선해요.

264

11과ㆍ채소를 사려거든 시장에 가세요

●

Part 1

양파
양파를 그냥 먹으면 맵지만 요리해서 먹으면 단맛이 나요.

●

오이
오이는 물이 많아요.

●

파
라면에 파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

호박
노란 호박으로 죽을 만들어 먹었어요.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265

어휘 Vocabulary
해물 Seafood

●

새우
제 동생은 새우가 들어간 음식은 다 좋아해요.

●

싱싱하다
시장에서 사 온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

오징어
오징어는 다리가 1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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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조개
칼국수에 조개를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요.

●

해물
바닷가에 가면 해물을 싸게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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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irate words.

무

당근

오이

버섯

감자

레몬

수박

1)
5)
2)
6)
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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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것을 골라 표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hart with the given answer choices.

파 딸기 레몬 새우 양파 조개 호박 복숭아 오징어

1) 과 일

2) 채 소

3) 해 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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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기
정의

위해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하는 목적 또는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the goal or motive behind a particular action in the
following phrase.

예시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세종학당에 다녀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동사와 결합한다.
먹다

먹기 위해

오다

오기 위해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내년에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사다)

1

해물 스파게티를                                                  요리법을 찾아봤어요. (만들다)

2

한국 문화를                                                 한국 영화를 보고 있어요. (이해하다)

3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받다)

요리법 coo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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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여권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 유학 가기 위해

보기

1

복숭아를 사기 위해
노래 대회에 나가기 위해

가: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나: 한국에 유학 가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해요.

가: 왜 시장에 갔어요?
나: 신선한                                                  시장에 갔어요.

2

가: 왜 노래를 연습해요?
나:                                                       연습하고 있어요.

3

가: 왜 시청에 갔어요?
나:                                                    시청에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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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거든2
정의

예시

정보

앞 절이 뒤 절의 조건이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predicates the following phrase on the condition or assumption in
the preceding phrase.

집에 도착하거든 전화해 주세요.
내일 날씨가 좋거든 산책을 갑시다.
아기를 안으려거든 손을 씻고 오세요.
부산에 빨리 가려거든 KTX를 타세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먹다

먹거든

오다

오거든

작다

작거든

크다

크거든

받침 O

학생

학생이거든

받침 X

의사

의사이거든
의사거든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목이 아프거든 빨리 병원에 가세요. (아프다)

1

신발을 신어 보고                                     말해 주세요. (작다)

2

공항에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도착하다)

3

친구가 전화를 안                                     문자를 보내세요.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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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창문을 열어 보고 날씨가 흐리거든 우산을 가져가
크게 바쁘지 않거든 청소 좀 도와줘요
잘 모르겠거든 지연 씨에게 연락해 봐
한국 음식이 먹고 싶거든 세종식당에 가 보세요

보기

1

가: 지금 우산을 가져가야 될까?
나: 잘 모르겠어. 창문을 열어 보고 날씨가 흐리거든 우산을 가져가.

가: 많이 바빠 보여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나: 정말요?                                                                                          .

2

가: 부산에 갔는데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
나:                                                                                          . 부산 길을 잘 알아.

3

가: 어제 드라마에서 불고기가 나왔어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나:                                                                                          . 거기가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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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해물도 시장에서 살까?
마트에는 종류가 별로
없을까 봐 걱정이야.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수산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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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을 사려거든 수산
시장에 가 봐. 생선이고
조개고 다 있어. 그리고
해물이 싱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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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어디에서 무엇을 살지 연결하세요.

Connect the pictures with the appropriate place to buy the items depicted.

①
마트

②
시장

③
수산 시장

2 두 사람이 내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세요.
Arrange tomorrow’s to-do list in chronological order.

①

②

③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남자는 마트에 가서 살 것을 적었습니다.
② 남자는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③ 남자와 여자는 내일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④ 남자와 여자는 내일 같이 마트와 시장에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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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이고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하여 똑같이 선택함을 나타내는 조사.

정의

It is a particle used to list and indicate the equal qualifications of two or more things.

예시

마트에 가면 생선이고 과일이고 다 있어요.
지수는 배가 고파서 빵이고 과자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먹었어요.

정보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

받침 O

학생

학생이고

받침 X

의사

의사고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백화점에서는 옷이고 가방이고 다 팔아요. (옷, 가방)

1

대한 씨는                                                                  운동을 다 잘해요. (축구, 야구)

2

저는                                                                  고기는 모두 좋아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3

배가 아파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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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보기

학생

마늘

마트

쓰기

문법

선생님

고추

편의점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나타샤 씨를 다 칭찬해요.

1

김치는                                                                  어디에서나 다 팔아요.

2

이번 시험은                                                                  잘 본 게 하나도 없어요.

3

가영 씨는 삼겹살을 먹을 때                                                                  매운 채소를 더 넣어서 먹어요.      

삼겹살 pork b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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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좋아하는 과일 소개하기

저는 과일 중에서 수박을 제일 좋아합니다.
수박은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
수박은 물이 많기 때문에 더울 때 먹으면 좋습니다.
맛있는 수박을 사려거든 껍질의 검정색 줄이 진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껍질 peel
비타민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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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line
꼭지 stem

진하다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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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딸기
딸기, 봄
딸기, 비타민이 많다, 피곤하다
딸기, 너무 크지 않고 꼭지가 마르지 않다
보기

저는 과일 중에서 딸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에 많이 먹습니다.
                                                                                                           때 먹으면 좋습니다.
맛있는                     사려거든                                                                           을 고르면 됩니다.

과제

1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해요?

2

그 과일은 언제 많이 나와요?

3

그 과일을 먹으면 뭐가 좋아요?

4

What is your favorite fruit?

When is that fruit in season?

What do you like about eating that fruit?

그 과일은 어떻게 생긴 것이 제일 맛있어요?
How does that fruit look when it is ripe and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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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아플 때는
비타민 C가 많은 ‘무’를 먹으면 좋습니다. ‘감자’는 위 건강에 좋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불러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고구마’와 ‘당근’은 눈에 좋아서 밤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채소 중에는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으면 ‘오이’의 비타민 C가
없어져서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근’을 ‘오이’와 같이 먹어야 할
때는 식초를 조금 뿌리면 ‘오이’의 비타민 C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꿀’을 같이 먹으면 눈이 나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위 stomach
효과 effect
식초 vin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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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skin
부르다 to call
뿌리다 to spray

미용 beauty
다이어트 diet
꿀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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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목이 아플 때 먹으면 좋은 채소를 고르세요.
Choose the vegetable that is good for a sore throat.

①

②

③

④

2 이 글에서 말한 당근의 좋은 점을 고르세요.
What was mentioned as a benefit of eating carrots?

① 눈에 좋습니다.
②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③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④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감자와 꿀을 같이 먹으면 눈이 나빠집니다.
② 고구마와 당근을 같이 먹으면 비타민 C가 없어집니다.
③ 밤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양파를 먹으면 좋습니다.
④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을 때는 식초를 약간 넣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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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사람들이 좋아하는 채소 소개하기
한국인이 좋아하는 채소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구마를 좋아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버섯, 3위는 감자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케이크나 피자를 만들 때도 고구마를 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버섯, 감자가 인기가 많아서 시장이고 마트고 채소를 파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인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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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survey

조사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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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양념 채소

마늘

빵, 과자, 마늘

보기

양파

고추

마늘, 양파, 고추, 백화점, 슈퍼마켓, 양념 채소

한국인이 좋아하는 양념 채소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                        좋아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 3위는                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를 만들 때도              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 인기가 많아서
                                                                   를 파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제

1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채소를 많이 먹어요?

2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그 채소를 넣어요?

3

그 채소는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What is a vegetable commonly eaten in your country?

What dishes are commonly made from that vegetable?

Where can you buy that veg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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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
오늘은 제가 점심을 살 테니
새로 생긴 한식당에 가요
The lunch is on me! Let’s try that new Korean restaurant.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식당의 종류’ 및 ‘식당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the ‘types of
restaurants’ and ‘restaurants’ characteristics.’
●

‘-을 테니’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을 테니’
●

‘-도록’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도록’

어휘
●

Vocabulary

식당의 종류 관련 어휘

Types of restaurants related vocabulary
●

식당의 특징 관련 어휘

Restaurants’ characteristics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을 테니     ● -도록

듣기
●

Grammar

Listening

식사 장소를 추천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recommending places to eat.

말하기
●

Speaking

식사 장소를 추천하는 말을 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commend places to eat.

읽기
●

Reading

식당을 홍보하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a text about
advertising restaurants.

쓰기
●

Writing

행사 장소를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recommendations on places to
hold an event.

어휘 Vocabulary
식당의 종류 Types of restaurants

●

레스토랑
저 건물 1층에는 스파게티가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

본점
이 은행의 본점은 서울에 있다.

●

분식집
가영 씨는 떡볶이와 김밥을 좋아해서 분식집에 자주 가요.

●

분점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의 분점이 서울에도 생겼다.

●

뷔페
뷔페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다양하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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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일식집
친구와 함께 일식집에 가서 초밥을 먹었어요.

●

중국집
자장면을 먹으러 집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갔다.

●

체인점

	명동에 있는 갈비 가게는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외국에도 체인점을 냈다.
●

한식당
요즘은 외국에도 한국 음식을 파는 한식당이 많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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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식당의 특징 Restaurants’ characteristics

●

만족스럽다
작가는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올 때까지 사진을 찍었다.

●

부담스럽다
친구가 비싼 선물을 줘서 부담스러워요.

●

불만족스럽다
그 식당은 음식 맛은 좋았지만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어요.

●

불친절하다
저 식당은 점원이 불친절해서 자주 가지 않아요.

●

붐비다
퇴근 시간이라서 도로가 차들로 붐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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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저렴하다
이 식당은 음식 가격이 저렴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

지저분하다
며칠 동안 청소를 못 해서 방이 지저분해요.

●

친절하다

	한국 생활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친절한 이웃들 덕분에 빨리
적응했어요.
●

쾌적하다
식당이 깔끔하고 넓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

한산하다
방학에는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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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뷔페

체인점

한식당

1)

이 빵집은 서울에 본점이 있고 대전과 부산, 제주도 등에 분점이 있는                                    이다.

2)

                                   에 가면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3)

민국 씨는 떡볶이, 순대, 라면 같은 음식을 좋아해서 점심을 항상                                    에서 먹어요.

4)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고향에 있는                                    에서 처음 김치찌개를  먹어 봤어요.

대전 Daej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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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

순대 Korean Blood Sausage

라면 Instant Noo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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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붐비다
1)

쾌적하다

부담스럽다

불친절하다

가: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 봤어요?
나: 네. 어제 가 봤는데 실내가 깔끔하고 넓어서                                    더라고요.

2)

가: 저 식당은 항상 손님이 없고 한산하네요.
나: 직원들이 너무                                    거든요.

3)

가: 주말에 본 콘서트는 어땠어요?
나: 콘서트 표 가격이 비싸서 좀                                                았지만/었지만 공연은 좋았어요.

4)

가: 저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는 것 같아요.
나: 물건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실내 Ind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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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을
정의

테니
1. 앞 절을 뒤 절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the desire to fulfill a condition in the preceding
phrase as a prerequisite for the following phrase.

2. 앞 절이 뒤 절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라고 강하게 추측하여 나타내는 표현.
I 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a determined speculation that the preceding
phrase conditionally predicates the following phrase.

예시

가: 내가 지금 잠깐 나가야 하는데 아까 주문한 피자 배달 오면 대신 좀 받아 줘.
나: 그래. 내가 대신 받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
가: 지난번에 빌려 간 책 오늘 줄 수 있어?
나: 얼른 읽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줘.
가: 오후에 비가 올 테니 우산을 가져가세요.
나: 알려 줘서 고마워요.
가: 토요일에 영화관에 갈까?
나: 주말에는 사람이 많을 테니 가지 말자.

정보

1. 동사와 결합한다.

Definition 1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을 테니

오다

올 테니

살다

살 테니

2.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와 결합한다.

Definition 2 is combined with verbs, adjectives, and ‘noun+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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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O

먹다

먹을 테니

받침 X

오다

올 테니

받침 ‘ㄹ’

살다

살 테니

받침 O

작다

작을 테니

받침 X

크다

클 테니

받침 ‘ㄹ’

길다

길 테니

받침 O

학생

학생일 테니

받침 X

의사

의사일 테니/의살 테니

12과ㆍ오늘은 제가 점심을 살 테니 새로 생긴
9과ㆍ성격과
한식당에 외모
가요

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싣다

보기

잡다

준비하다

다녀오다

마트에 다녀올 테니 동생 잘 보고 있어.

1

제가 점심을                                    민수 씨는 설거지를 해 주세요.

2

경찰이 반드시 범인을                                    걱정하지 마세요.

3

제가 짐을                                    샤오위 씨는 먼저 차에 타세요.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까요?
나: 거기는 비쌀 테니 우리가 늘 가는 가게에 가요. (비싸다)

가: 회식 장소까지 택시로 갈까요?
나: 지금은                              지하철로 가요. (길이 막히다)

2

가: 어젯밤에 비가 와서 아침에                              외투를 입고 가세요. (춥다)
나: 네, 알겠어요.

3

가: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네요.
나: 누군가                              경찰서에 맡겨요. (잃어버린 물건이다)

얼른 quickly
외투 outer coat

설거지 do the dishes

범인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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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도록
정의

1. 뒤에 나오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연결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used to show the preceding phrase is the goal of the action in the
following phrase.

2. 뒤에 나오는 동작, 작용의 정도나 한계를 나타낼 때 쓰는 연결어미.

I t is a connective ending used to show the extent or limit of the action or reaction in the
following phrase.

예시

가: 나타샤 씨,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발표할 때 정말 한국 사람 같았어요.
나: 정말요? 고마워요. 대회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가: 이 영화를 보고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어요.
나: 그렇게 재미있어요?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정보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도록

오다

오도록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Modify the phrases to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넘다

보기

찾아오다

잊지 않다

뛰어놀 수 있다

친구 생일을 잊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했어요.

1

손님이 많이                                    가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

2

아이들이 밖에서 즐겁게                                    동네에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

3

새벽 두 시가                                    숙제를 하느라 잠을 못 잤다.

배꼽이 빠지다 One’s belly button fall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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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대한 씨, 새해 계획이 뭐예요?
나: 내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모을 거예요.
(이사할 수 있다)

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늦지 않다)
나: 네, 알겠습니다.

2

가: 이 떡볶이는 안 맵네요?
나: 아이들도                                    특별히 맵지 않게 만들었어요. (먹을 수 있다)

3

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나: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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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그럼 제가 인사동에 있는
한식당 몇 곳을 추천해 줄 테니
친구하고 가 보세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맛집 good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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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친구가 인사동에
가고 싶어 했는데. 나타샤 씨,
정말 고마워요.

12과ㆍ오늘은 제가 점심을 살 테니 새로 생긴 한식당에 가요

Part 2

1 두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① 식사 메뉴

② 식사 비용

③ 식사 날짜

④ 식사 장소

2 남자와 고향 친구는 다음 주에 어디에서 식사를 할 거예요?
Where are the man and his hometown friend going to eat next week?

① 뷔페
② 일식당
③ 한식당
④ 레스토랑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여자의 고향 친구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
② 남자의 고향 친구는 한국에 와 본 적이 없다.
③ 여자와 남자는 다음 주에 함께 외식을 할 것이다.
④ 여자와 남자는 다음 주에 함께 인사동에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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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식사 장소 추천하기

가: 점심 어디에서 먹을까요?
나: 오늘은 제가 살 테니 회사 앞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갈까요?
가: 아, 거기요? 저는 아직 안 가 봤는데 어때요?
나: 가게도 깔끔하고 사장님도 친철해요.
가: 그럼, 거기에 가요. 언제 출발할까요?
나: 30분 후에 사무실 앞에서 만나요.
가: 네. 늦지 않도록 할게요.

사무실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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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턱내다 to treat someon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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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한턱내다

뷔페

음식 종류도 다양하다, 서비스도 좋다

가: 점심 어디에서 먹을까요?
보기

나:  오늘은 제가 한턱낼 테니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에 갈까요?
가: 아, 거기요? 저는 아직 안 가 봤는데 어때요?
나:                                                                                                          .
가: 그럼, 거기에 가요. 언제 출발할까요?
나: 30분 후에 사무실 앞에서 만나요.
가: 네. 늦지 않도록 할게요.

과제

1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식당이 있어요?

2

그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3

왜 그곳을 추천하고 싶어요?

Is there a restaurant you would like to recommend to others?

Where is that restaurant?

Why do you recommend that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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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세종레스토랑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
어린이들이 최고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깔끔한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가 있는 세종레스토랑에서
자녀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내세요.
- 어린이 메뉴 50% 할인
- 음료수 한 잔 무료 서비스
•일시: 5월 5일(토) 점심시간(오전 11시 반 ~ 오후 2시)
•예약 전화: 02-123-0505
⋏위 이벤트는 어린이 고객(초등학생까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children
대상 to be subj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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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free

고객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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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이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text?

① 레스토랑 메뉴를 홍보하기 위해서
② 레스토랑 영업시간을 안내하기 위해서
③ 레스토랑 예약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④ 레스토랑의 특별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2 특별 이벤트 기간의 영수증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receipt that was given out during the special event.

①

②

③

④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중학생은 특별 이벤트의 대상이 아니다.
② 특별 이벤트는 5월 5일 하루 종일 한다.
③ 5월 5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음료수를 공짜로 마실 수 있다.
④ 특별 이벤트 기간에 모든 메뉴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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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행사 장소 제안하기

huan@sejong.kr
나타샤의 생일 파티 장소
후안에게
나타샤의 생일 파티 장소를 좀 알아봤는데 회사 앞 세종한식당이 좋을 것
같아. 새로 생겨서 점심시간에도 붐비지 않아.
그리고 실내도 깔끔하고 넓어서 생일 파티를 하기 좋을 것 같아.
네 생각에도 괜찮으면 내가 내일 예약할 테니 오늘까지 대답해 줘.
나중에 보자!
- 쯔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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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레스토랑

가게가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다

음식이 맛있다, 가격도 저렴하다

huan@sejong.kr
나타샤의 생일 파티 장소
후안에게
보기

나타샤의 생일 파티 장소를 좀 알아봤는데 회사 앞 세종레스토랑이 좋을 것 같아. 
새로 생겨서                                                                                                 .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하기 좋을 것 같아.
네 생각에도 괜찮으면 내가 내일 예약할 테니 오늘까지 대답해 줘.
나중에 보자!
- 쯔엉

과제

1

생일, 회식, 동창회 등 행사를 할 때 어떤 식당을 예약할 거예요?

2

그 식당의 특징은 뭐예요?

3

왜 그 식당을 예약할 거예요?

	What kind of restaurant would you reserve for events like birthdays, work dinners,
school reunions, etc.?

What is that restaurant’s main characteristic?

Why would you reserve that particular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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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읽고 이야기해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parctice speaking.

http://blog.sejong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니콜이에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맛있는 한식당을
찾기 위해서 주말마다 독일 곳곳에 있는 한식당들을 방문해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 수 있도록 한식당 맛집을 찾아서 제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 혼자 가면 음식을 여러 가지 시킬 수 없어서 저와
함께 한식당 맛집을 찾아다닐 친구를 구하고 있어요. 매주 함께 갈 식당은
제가 알아볼 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 이메일은
sejong_student@sejong.kr입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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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과제Ⅰ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and answer the questions.

1 니콜 씨는 주말마다 무엇을 해요?
What does Nicole do every weekend?

2 니콜 씨는 이 글을 왜 썼어요?
Why did Nicole write this text?

과제Ⅱ 질문에 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1 여러분은 한국과 관련된 취미가 있어요?
Do you have a hobby that relates to Korea?

2 그 취미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How and when did you begin that hobby?

3 한국과 관련된 다른 취미 활동 중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Is there another Korea related hobby that you are interested in?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거든

-도록

-기 위해

-을 테니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감상

관람

동아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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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
고기를 양념에 넣고
다시 30분 기다립니다

Put the meat in the marinade and wait 30 minutes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요리 종류’ 및 ‘요리 방법’을 나타내는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the ‘types of
dishes’ and ‘cooking methods.’

‘-는 만큼, 만큼’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만큼’ and
‘만큼’
●

‘-고 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고 나다’
●

‘-은 다음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은 다음에’

어휘
●

Vocabulary

요리 종류 관련 어휘

Types of dishes related vocabulary
●

요리 방법 관련 어휘

Cooking Methods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Grammar

-는 만큼, 만큼     ● -고 나다
듣기

Listening

 한국 사람들이 생일에 먹는 음식과 그 음식의 요리
방법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traditional Korean birthday foods and how to
prepare them.

말하기

Speaking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Students can speak about cooking methods.

읽기

Reading

 한국 사람들이 비 오는 날 많이 먹는 음식과 그 음식의
요리 방법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a text about
traditional Korean rainy-day foods and how to prepare
them.

쓰기

Writing

 자기 나라의 유명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Students can write an introduction of popular
traditional foods from their country.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은 다음에

어휘 Vocabulary
요리 종류 Types of dishes

●

구이
이 골목은 생선 구이로 유명합니다.

●

볶음

	볶음 요리를 맛있게 하려면 기름을 충분히 넣고 센 불에 볶아야 합니다.
●

찜
저는 찜 요리 중에서 해물찜을 가장 좋아해요.

●

튀김
감자튀김은 아이들 간식으로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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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요리 방법 Cooking Methods

●

굽다
겨울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

끓이다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끓여 먹는다.

●

다듬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채소를 미리 다듬어야 해요.

●

다지다
한국 음식에는 다진 마늘이 많이 들어갑니다.

●

데치다
샤부샤부는 고기와 채소, 해물을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 요리다.

●

볶다
오징어 볶음을 할 때 오징어보다 채소를 먼저 볶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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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요리 방법 Cooking Methods

●

부치다
한국에서는 명절에 여러 종류의 전을 부쳐서 먹는다.

●

불리다
밥을 짓기 전에 쌀을 물에 불려야 더 맛이 좋아요.

●

삶다
계란을 냄비에 넣고 10분 정도 삶으면 완전히 익는다.

●

섞다
간장에 설탕과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어 주세요.

●

썰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썰어서 넣으세요.

●

익히다
감자는 푹 익혀야 부드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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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자르다
어머니는 갈비를 먹기 좋게 잘라서 주셨어요.

●

조리다
생선과 무에 간장을 넣고 조렸어요.

●

찌다
여름에는 간식으로 옥수수나 감자를 쪄 먹습니다.

●

튀기다
튀김은 바삭하게 튀겨야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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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and pictures that match with each other.

312

1)

찜

2)

구이

3)

볶음

4)

튀김

13과ㆍ고기를 양념에 넣고 다시 30분 기다립니다

Part 1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irate words.

썰다

다듬다

데치다

부치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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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
정의

만큼, 만큼*
앞에 말한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말한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something is of similar amount or limit to the preceding content.

예시

정보

아는 만큼 보인다.
누구나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야 해요.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컸다.
리사 씨가 기쁜 만큼 저도 기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아버지만큼 키가 컸어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먹다

먹는 만큼

오다

오는 만큼

받침 O

먹다

먹은 만큼

받침 X

오다

온 만큼

받침 ‘ㄹ’

살다

산 만큼

받침 O

먹다

먹을 만큼

받침 X

오다

올 만큼

받침 ‘ㄹ’

살다

살 만큼

받침 O

작다

작은 만큼

받침 X

크다

큰 만큼

받침 ‘ㄹ’

길다

긴 만큼

있다, 없다

재미있다

받침 O

학생

학생만큼

받침 X

의사

의사만큼

-는 만큼

동사

-은 만큼

-을 만큼

형용사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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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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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알다

보기

읽다

크다

어머니

키가 큰 만큼 발도 커요.

1

저는 책을 많이                                     영화도 많이 봐요.

2

여행을 가면                                     보여요.

3

언니는                                     요리를 잘해요.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평일만큼

보기

1

먹을 만큼

힘든 만큼

노력한 만큼

가: 음식이 많네요.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나: 먹을 만큼 드세요. 다 안 드셔도 돼요.

가: 내일 말하기 대회가 있어서 너무 긴장돼요.
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2

가: 주말마다 공원을 청소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나: 네, 힘들어요. 하지만                                     보람도 커요.

3

가: 요즘 많이 바빠요?
나: 네. 요즘은 주말도                                     바빠요.

보람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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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고
정의

예시

정보

나다
앞에 오는 말의 행동이 끝난 다음에 뒤의 내용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the action in the following phrase occu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ction in the preceding phrase.

먼저 영화를 보고 나서 쇼핑을 합시다.
노래를 부르고 나니 배가 고파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고 나다

오다

오고 나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고 나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고 나서.”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글을 잘 읽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 (글을 잘 읽다)

1

                                                         요리를 해야 합니다. (손을 씻다)

2

                                                         수영을 하세요. (준비 운동을 하다)

3

                                                         바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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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푹 쉬고 나니
계란을 먼저 넣고 나서

보기

1

숙제를 다 끝내고 나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가: 계란볶음밥을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아주 쉬워요. 계란을 먼저 넣고 나서 밥을 넣고 볶으세요.

가: 몸은 좀 어때요?
나:                                                                            괜찮아졌어요.

2

가: 사비나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나: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3

가: 시험을 잘 못 봐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나: 저런, 이거 좀 드세요.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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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저는 미역국을 아직 안먹어
봤어요. 영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만 봤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미역은 물에 넣어서 30분
동안 불리고 소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다음에 소고기와 미역을 넣고
볶아요. 소고기와 미역이 익으면
물을 넣고 나서 간장과 다진마늘을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미역국 seaweed soup
크기 size
단맛 sweet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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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seaweed
냄비 pot

한입 one bite
참기름 sesam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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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미역국 만드는 순서에 맞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in chronological order to make seaweed soup.

㉠ 물을 넣는다.
㉡ 소고기와 미역을 볶는다.
㉢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는다.
미역을 불린다. → 소고기를 썬다. → (                                                   ) → (                                                   )
→ (                                                      ) → 10분 정도 더 끓인다.

2 미역국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gredient not needed when cooking seaweed soup.

①파

② 미역

③ 마늘

④ 소고기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남자는 미역국을 먹어 봤습니다.
② 남자는 내일 미역국을 만들 겁니다.
③ 미역국에는 소고기를 꼭 넣어야 합니다.
④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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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은
정의

다음에
어떤 행위를 먼저 한 후에 뒤의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the action in the following phrase occu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ction in the preceding phrase.

예시

조개를 씻은 다음에 물에 넣고 끓이세요.
숙제를 다 끝낸 다음에 친구를 만났어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동사와 결합한다.
받침 O

먹다

먹은 다음에

받침 X

오다

온 다음에

받침 ‘ㄹ’

살다

산 다음에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숙제를 끝낸 다음에 게임을 했어요. (끝내다)

1

오징어를                                            찬물에 넣으세요. (삶다)

2

책을 다                                            친구한테 빌려줄 거예요. (읽다)

3

한국어를                                            한국에 여행을 갈 거예요. (배우다)

빌려주다 to 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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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일어나다

세수하다

밥을 먹다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다

커피를 마시다

보기

저는 어제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한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1

밥을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2

커피를                                            영화를 봤습니다.

3

영화를                                            집에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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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음식 만드는 방법 설명하기

저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해요. 김치볶음밥은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요.
김치볶음밥을 만들 때 김치, 밥 그리고 양파와 파 같은 채소가 필요해요.
먼저 채소와 김치를 작게 썰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나서 채소를 넣고 볶아요.
채소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김치를 넣고 볶아요.
김치가 익었으면 밥을 넣고 잘 섞어요.
그리고 계란 프라이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프라이팬 frying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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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르다 to spread oil on a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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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 양파, 감자

양파와 감자를 한입 크기로 썰다

물에 된장을 두 숟가락 넣다, 끓이다

물이 끓다, 감자와 양파를 넣다

감자와 양파가 익을 때까지 더 끓이다

두부나 버섯을 넣다

보기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요.
                         만들 때                          그리고                                              
                                                같은 채소가 필요해요.
먼저                                                                                                .
                                                                                                       .
                                                                                                       .
                                                                                                       .
그리고                                                                                            더 맛있어요.

과제

1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2

그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해요?

3
4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What ingredients are needed to make that dish?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How is the dish prepared?

그 음식은 무엇과 먹으면 더 맛있어요?
What other dishes do you pair it with to make it tas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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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해물 파전 만드는 법
한국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 칼국수 같은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자주 먹어요. 그런데 이런 따뜻한 국물 음식만큼 파전이나 김치전 같은 전도
자주 먹어요. 전을 부칠 때 나는 소리가 빗소리와 같아서 비 오는 날에는 전이
생각나거든요. 오늘은 ‘해물 파전’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 : 파, 해물, 밀가루
1. 해물을 깨끗하게 씻고 파를 잘라요.
2. 밀가루에 물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요.
3. 재료를 다 준비한 다음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를 먼저 올려요.
4. 파 위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나서 오징어, 새우, 조개 등 해물을 원하는 만큼 올려요.
5. 앞쪽과 뒤쪽이 모두 잘 익으면 맛있게 먹으면 돼요.
파전 a traditional Korean dish made with green onions
칼국수 a traditional Korean noodle dish
김치전 a traditional Korean dish made with kimchi
밀가루 f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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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 soup
빗소리 the sound of rain
반죽 d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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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한국 사람들이 비가 올 때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food that Koreans do not traditionally eat on rainy days.

① 파전

② 김치전

③ 칼국수

④ 비빔밥

2 해물 파전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gredient not needed in haemul pajeon.

①

②

③

④

3 해물 파전을 만드는 방법의 그림을 순서대로 맞춰 보세요.
Arrange the pictures in chronological order to make haemul pajeon.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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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우리나라 대표 음식’ 만드는 법 소개하기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 생일, 명절과 같은 날에 불고기를 자주 먹습니다. 맛은
달고 짭니다.
불고기를 만들려면 고기,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양파, 파가 필요합니다.
먼저, 간장에 설탕, 마늘을 넣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넣고 나서 30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양파와 파를 고기 크기만큼 자릅니다.
그리고 고기와 채소를 볶습니다.
고기와 채소가 다 익은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명절 national holiday
졸이다 to bowl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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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fried fish cakes

양배추 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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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떡볶이

간식으로 떡볶이, 맵고 달다
물에 고추장, 간장, 설탕

떡과 어묵, 물, 끓이다

물이 끓다, 양파와 양배추, 떡

보기

떡, 어묵, 물, 고추장, 간장, 설탕, 양파, 양배추

채소, 넣고 끓이다

국물을 졸이다

한국 사람들은 간식으로 떡볶이를 자주 먹습니다. 맛은 맵고 답니다. 
                 를 만들려면                                                                      가 필요합니다.
먼저,                                                          을 넣습니다. 
                                       에 넣고 나서                                                     .
                                                 를          크기만큼 자릅니다. 
그리고               를                            . 
                                                먹으면 됩니다. 

과제

1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음식이 유명해요?

2

그 음식을 언제 많이 먹어요?

3
4
5

What food is popular in your country?

When do you often eat it?

그 음식은 맛이 어때요?
How does it taste?

그 음식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해요?
What ingredients are needed to make it?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How do you m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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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과
휴가철이 다 되어 가는데
휴가 계획은 세웠어요?

It’s getting close to vacation season. Have you made any plans?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여행 계획’ 및 ‘휴가철’과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vacationing
plans’ and ‘vacation Season.’

‘-어 가다/오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 가다/오다’
●

‘-는다고1’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다고1’
●

‘만 아니면’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만 아니면’
●

‘-고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고서’

어휘
●

Vocabulary

여행 계획 관련 어휘

Vacationing plans related vocabulary
●

휴가철 관련 어휘

Vacation season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어 가다/오다     ● -는다고1

듣기
●

Grammar

Listening

휴가지를 정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making plans for a vacation.

말하기
●

Speaking

예약을 변경하는 말을 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changing reservations.

읽기
●

Reading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summer
vacation plans.

쓰기
●

Writing

약속을 변경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text about changing an
appointment.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만 아니면     ● -고서

어휘 Vocabulary
여행 계획 Vacationing plans

●

교통편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숙소와 교통편을 알아봤어요.

●

변경(하다/되다)
주말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계획을 변경했어요.

●

비교하다
수진 씨는 물건을 사기 전에 여러 가게에 가서 가격을 비교한다.

●

여행 경비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행 경비가 많이 든다.

●

여행지
이번 휴가 때 갈 여행지는 제주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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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연기하다
오늘 오전 회의를 오후로 연기했다.

●

예약제

	이 가게는 케이크를 예약제로 판매하고 있어서 구입하려면
미리 주문해야 해요.
●

1박 2일
나타샤 씨는 1박 2일로 부산 출장을 다녀왔다.

●

추가(하다/되다)
여기 삼겹살 1인분 더 추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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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휴가철 Vacation season

●

겨울철
추운 겨울철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

비수기
비수기에는 비행기 표 값이 성수기보다 훨씬 싸요.

●

성수기
여행 성수기에는 어디에 가나 사람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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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여름철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쉽게 상한다.

●

여름휴가
이번에 가족들과 바닷가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어요.

●

휴가철
휴가철에는 호텔을 예약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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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 choices that are synonymous with the underlined phrases. Use <Example> as a

reference.

성수기

보기

1)

휴가철

변경하다

연기하다

주말에 친구와 산에 갈 계획이었는데 친구가 감기에 걸려서 약속을 바꿨다.
→ 변경했다.

우리 호텔은 7월에서 8월이 가장 붐비는 시기이고, 1월에서 2월은 비수기입니다.    
→                                                 

2)

원래 모레가 소풍날이었는데 태풍 때문에 학교에서 소풍을 다음 주로 미뤘다.
→                                                 

3)

요즘은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가는 때라서 평소보다 비행기 표가 비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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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교통편

여행지

여행 경비

추가되다

1)

이 지역은                                    이/가 좋아서 어디든 한 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다.

2)

함
 께 여행을 가기로 한 사람들의 인원이 10명에서 5명 더                                    았다/었다.

3)

여행 중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을/를 많이 준비했다.

4)

낯선                                    에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 공부하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지역 region

인원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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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어

가다/오다

정의
예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 변화하거나 진행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an action or state is continuously changing or progressing.

방학이 다 끝나 가요.
제가 한국에 온 지도 3년이 다 되어 가요.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이 빨갛게 변해 가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작년부터 용돈을 모아 왔어요.
선생님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어를 가르쳐 오셨어요.
피아노 대회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준비해 왔어요.

정보

나뭇잎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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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ㅏ, ㅗ

오다

와 가다

ㅏ, ㅗ  X

먹다

먹어 가다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 가다

14과ㆍ휴가철이 다 되어 가는데 휴가 계획은
9과ㆍ성격과
세웠어요?
외모

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어 가다’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어 가다.”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내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나: 네. 이제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 가야지요. (모으다)

가: 리사 씨, 한국어 공부 재미있어요?
나: 네. 한국어로 할 수 있는 말이                                  (으)니까 더 재미있어요. (늘다)

2

가: 수아가 대한 씨를 많이 닮았네요.
나: 태어났을 때는 미카 씨를 닮았었는데 클수록 저를                                  네요. (닮다)

3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나: 지금부터 열심히                                  (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노력하다)

연습Ⅱ <보기>와 같이 ‘-어 오다’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어 오다.”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후안 씨는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매일 운동을 해 온 덕분인 것 같아요. (운동하다)

가: 리사 씨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나: 10년 넘게                                  (으)ㄴ 고향 친구 줄리예요. (사귀다)

2

가: 이번에 김 선생님께서 봉사상을 받으세요.
나: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으)셨잖아요. (돌보다)

3

가: 무슨 일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나: 제가 그동안                                  (으)ㄴ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준비하다)

봉사상 servic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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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다고1
정의
예시

정보

근거나 이유, 목적 및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indicates evidence, cause, purpose, or intent.

쯔엉 씨가 책을 빌린다고 도서관에 갔어요.
동생이 춥다고 옷장에서 두꺼운 옷을 꺼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받침 O

먹다

먹는다고

받침 X

오다

온다고

받침 ‘ㄹ’

살다

산다고

작다

작다고

크다

크다고

받침 O

학생

학생이라고

받침 X

의사

의사라고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사비나는 한국어를 배우다

온라인 세종학당에 등록했다.

→ 사비나는 한국어를 배운다고 온라인 세종학당에 등록했다.

1

아버지는 날씨가 덥다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줬다.
→ 아버지는 날씨가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줬다.

2

가영은 책을 읽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 가영은 책을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3

친한 친구 집
아무 때나 찾아가면 안 된다.
→ 친한 친구 집                                   아무 때나 찾아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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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대한 씨는 왜 같이 안 왔어요?
나: 자기는 피곤하다고 먼저 집에 갔어요. (피곤하다)

가: 나타샤 씨는 오늘 출근 안 했어요?
나: 아니요. 출근했는데 몸이 많이                                   잠깐 병원에 갔어요. (안 좋다)

2

가: 이게 무슨 냄새예요?
나: 아까 샤오위 씨가 모기를                                   뿌린 모기약 냄새예요. (잡다)

3

가: 이번 달에 놀이공원에서 학생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거 알아요?
나: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갔었는데 대학생은                                   할인해 주지 않던데요. (성인이다)

모기 mosquito
성인 adult

모기약 bug spray

입장료 entranc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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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휴가철이다 되어 가네요. 지수 씨,
올해 여름휴가는 어디로 갈까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당일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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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Incheon City

이번에는 2박 3일 정도
제주도 여행을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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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① 교통편

② 여행지

③ 여행 경비

④ 호텔 예약

2 대화가 끝난 후에 지수는 무엇을 할 거예요?
What will Jisu do after the conversation?

① 후안에게 전화한다.
② 인천 호텔을 예약한다.
③ 인터넷에서 여름 휴가지를 찾는다.
④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한다.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지수와 사비나는 비수기에 여행을 간다.
② 지수와 사비나는 후안과 함께 여행을 갈 것이다.
③ 지수와 사비나는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갈 것이다.
④ 사비나는 여행 경비 때문에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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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만 아니면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내용에 대해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나 이유임을 강조하는 표현.

정의

It is an expression that emphasizes an unavoidable condition set by the preceding phrase.

예시

가: 지훈 씨, 이따 같이 명동에 갈래요?
나: 내일 시험만 아니면 저도 갈 텐데. 다음에 같이 가요.
가: 후안 씨, 왜 지난 주말에 모임에 안 왔어요?
나: 아르바이트만 아니었으면 저도 참석했을 텐데. 다음에는 평일에
모이면 좋겠어요.

정보

명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nouns.

학생

학생만 아니면

의사

의사만 아니면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공포 영화만 아니면 아무거나 봐도 괜찮아요. (공포 영화)

1

                                            언제든지 괜찮아요. (내일)

2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싶다. (회의)

3

                                        았으면/었으면 시험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교통사고)

공포 ho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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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공부
보기

1

주말

분식집

성수기

가: 차가 정말 막히네요.
나: 그러게요. 주말만 아니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가: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나:                                         다 좋아요.

2

가: 휴가철에는 비행기 표고 호텔이고 모든 것이 비싸네요.
나: 맞아요.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3

가: 점심은 어디에서 먹을까?
나:                                         다 괜찮아. 오늘 아침에 김밥 먹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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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예약 변경하기

가: 안녕하세요. 한국여행사입니다.
나: 여보세요.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가: 네. 예약하신 분의 성함과 예약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 이름은 미카이고 8월 2일부터 제주도 2박 3일 여행 상품 예약했어요.
여행 가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못 갈 거
같아요. 예약을 취소해 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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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변경하다
8월 6일에 인천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
일본에 가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다, 일이 생기다

8월 30일로 변경하다

가: 안녕하세요. 한국여행사입니다.
보기

나: 여보세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가: 네. 예약하신 분의 성함과 예약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 이름은 미카이고                                                                                     을 예약했어요.
                                                                         갑자기                                                 
못 갈 거 같아요. 예약을                                                           .
가: 네. 알겠습니다.

과제

1

여러분은 예약을 변경한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had to reschedule a reservation?

2

그때 왜 예약을 변경했어요?

3

예약을 변경하기 위해 어떻게 말했어요?

Why did you have to reschedule?

What did you have to do to reschedule?

항공권 airplane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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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8월 11일 화요일
올해 여름휴가는 부모님과 함께 보낼 것이다. 평소에 일이
바쁘다고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강원도를 여행하기로 했다. 부모님과 여행은 많이
다녔지만 강원도는 처음이라서 무척 기대된다. 첫째 날은 차를
타고 강원도의 바닷가를 구경하고, 둘째 날은 설악산을 등산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은 오후에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고서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맛집에서 부모님과 멋진 식사를 할
것이다.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강원도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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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① 여름휴가를 취소하는 글
② 여름휴가를 변경하는 글
③ 여름휴가를 연기하는 글
④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글

2 이 사람의 여행 일정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vacation schedule.

①

②

8 August

8 August

11

12

13

12

13

14

설악산 등산

강원도 바닷가

오후 관광지 →
저녁 맛집

강원도 바닷가

설악산 등산

오후 관광지 →
저녁 맛집

14

15

16

15

16

17

집으로

집으로

③

④

8 August

8 August

12

13

14

11

12

13

설악산 등산

강원도 바닷가

오후 맛집 →
저녁 관광지

강원도 바닷가

설악산 등산

오후 맛집 →
저녁 관광지

15

16

17

14

15

16

집으로

집으로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이 사람은 평소에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린다.
② 이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이 처음이다.
③ 이 사람은 집으로 오는 날 맛집에서 식사할 것이다.
④ 이 사람은 부모님과 강원도의 바다와 산에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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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고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정의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establishes a chronological order.

예시

가: 민국 씨는 어디 갔어요?
나: 아까 전화를 받고서 밖으로 나갔어요.
가: 비가 오고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나: 그러게요.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겠어요.

정보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고서

오다

오고서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보기

출근하면 커피를 마시다

바로 회사에 취직했어요

소설을 읽다

일을 시작해요

대학교를 졸업하다

3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다

감상문을 썼어요

출근하면 커피를 마시고서 일을 시작해요.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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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요?
나: 세수하고서 아침을 먹어요.

세수하다

1
가: 김치볶음밥은 어떻게 만들어요?
나: 먼저                      김치가 익으면 밥을 넣고 함께 볶아요.
김치를 볶다

2
가: 주말에는 보통 뭐 해요?
나:                      집에서 쉬어요.
청소하다

3
가: 감기는 좀 어때요?
나: 이제 괜찮아요.                      자고 나니까 다 나았어요.
약을 먹다

감상문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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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약속 변경하기
<모임 시간을 변경할 때>

← 김철수
후안 씨, 정우 씨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잠깐 집에
갔어요. 오늘 오후 공부 모임을 5시로 연기해야 할
거 같아요.
갑자기 시간을 변경해서 미안해요.
괜찮으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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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저
이번 달에 이사를 하다 돈을 너무 많이 쓰다
여행을 다음 달로 미루다
일정

<친구와의 여행 계획을 변경할 때>
사비나
보기

후안 씨, 제가 이번 달에 이사를 한다고 
                                                                                   .
                                                                                                                       .
갑자기                      을 변경해서 미안해요.
괜찮으면 연락 주세요.

과제

1

여러분은 시간 약속이나 계획을 변경한 일이 있어요?
Have you ever rescheduled your plans or an appointment?

2

어떤 약속이나 계획이었어요?

3

왜 변경했어요?

What kind of appointment was it?

Why did you reschedule?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351

과제
잘 듣고 이야기해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parctice speaking.

가: 휴가 잘 다녀왔어? 사진 보니까 생선 구이이며 해물찜이며 맛있는 것 많이
먹었더라.
나: 줄 서는 것만 아니면 정말 좋았어. 유명한 식당에서 먹는다고 밥 먹을
때마다 1시간씩 기다렸거든.
가: 오래 기다린 만큼 맛있었어?
나: 응. 아주 맛있었어. 너는 휴가 때 뭐 했어?
가: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집에서 쉬었어. 그런데 네 여행 사진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나도 여행 가고 싶더라.
나: 그럼 다음에 같이 여행 가자. 우리 같이 여행 간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간다.
가: 그래. 그때처럼 같이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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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듣기 음원

과제Ⅰ 듣고 따라 해 보세요.

Listening Link

Listen and repeat after the conversation.

과제Ⅱ 아래에 제시된 문법과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말해 보세요.

Use the grammar and expressions provided below and practice speaking out loud.

1 여러분은 지난 휴가 때 누구와 어디에 갔어요?

Where did you go on your last vacation and who did you go with?

2 거기에서 무엇을 했어요? 어땠어요?
What did you do there and how was it?

3 다음 휴가에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on your next vacation and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만 아니면

-는다고1

-고 나다

-는 만큼, 만큼

-어 가다/오다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여름철

겨울철

성수기여서 비싸다

비수기여서 저렴하다

교통편

객실

예약하다

변경하다 / 연기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

찜 / 구이 / 볶음 / 튀김

구경하다

체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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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
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숙소를 찾는 중이에요
I’m searching for accommodations on the Internet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숙소’ 및 ‘숙박’을 나타내는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accommodations’ and ‘lodgment.’
●

‘-는 중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중이다’
●

‘-는다고2’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다고2’
●

‘이란’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이란’
●

‘이라고’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이라고’

어휘
●

Vocabulary

숙소 관련 어휘

Accommodations related vocabulary
●

숙박 관련 어휘

Lodgment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는 중이다     ● -는다고2

듣기
●

Grammar

Listening

숙소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accommodations.

말하기
●

Speaking

숙소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standards by which to
choose accommodations.

읽기
●

Reading

숙소 이용 후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a review of an
accommodation.

쓰기
●

Writing

숙소 예약을 문의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inquiries about reservations.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이란     ● 이라고

어휘 Vocabulary
숙소 Accommodations

●

객실
바다가 보이는 객실은 다른 객실보다 비싸다.

●

민박집
바닷가 근처 저렴한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잤다.

●

숙소
휴가철에는 숙소를 잡기가 어려워요.

●

시설
이 콘도에는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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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여관
여행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호텔보다 저렴한 여관을 예약했어요.

●

1인실
저는 혼자 여행할 때 게스트하우스의 1인실을 예약해요.

●

전통적
한복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

청결하다
그 숙소는 청결한 욕실, 아름다운 창밖 풍경 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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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숙소 Accommodations

●

체크아웃
오전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한 다음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

체크인
숙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체크인을 하고 객실 열쇠를 받았다.

●

최고급
신혼여행을 위해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

콘도
이번 휴가는 콘도에서 직접 음식을 해 먹으면서 지낼 거예요.

358

15과ㆍ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숙소를 찾는 중이에요

●

Part 1

펜션
우리 가족은 지난 여름에 숲속에 있는 펜션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

한옥
전주에는 한옥이 많아서 옛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현대적
이 호텔은 객실을 현대적으로 꾸며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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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숙박 Lodgment

●

머물다
이번 여름휴가에는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며칠 머물 거예요.

●

묵다
밤이 너무 늦어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

숙박비
7월하고 8월은 여름 휴가철이라서 숙박비가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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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숙박하다
이번 여행은 편안하게 호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어요.

●

장기간
장기간 출장 때문에 집을 오래 비웠습니다.

●

혜택
여행 비수기에는 호텔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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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시설

숙박비

체크인

1)

                              을/를 아끼려고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어요.

2)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객실에 바로 못 들어가고 기다렸어요.

3)

그 동네는 호텔이 없는 대신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가 많다.

4)

이 호텔은 수영장, 영화관, 헬스장 등의                               을/를 갖추고 있어서 편리하다.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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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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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최고급
1)

현대적

숙박하다

청결하다

가: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으)ㄹ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나: 네. 길 건너편에 작은 여관이 하나 있어요.

2)

가: 대한 씨, 정말 멋진 곳이네요.
나: 네. 미카 씨 생일이라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3)

가: 민국 씨, 이번 휴가 때 묵은 한옥 호텔은 어땠어요?
나: 좋았어요. 건물은 전통적인 한옥인데 객실은                               (으)로 꾸민 곳이었어요.

4)

가: 미카 씨, 이 숙소는 어때요?
나: 객실이 깔끔하고                               아/어 보이네요. 여기로 예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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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

중이다
앞 말의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정의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that the action in the preceding phrase is currently in progress.

예시

가: 나타샤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이에요.
가: 쯔엉 씨, 혹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나: 아니요. 책 읽는 중이에요. 뭐 도와드릴까요?

정보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는 중이다

오다

오는 중이다

살다

사는 중이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대한 씨는 밥을 먹는 중이에요. (먹다)

1

                                   에 전화가 왔어요. (샤워하다)

2

미카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이에요. (마시다)

3

수아가 수영장에서                                    이에요. (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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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지연 씨, 뭐 해요?
나: 지갑이 안 보여서 찾는 중이에요. (찾다)

가: 쯔엉 씨, 수업이 끝났는데 왜 집에 안 가요?
나: 후안 씨를                                    이에요. 같이 가려고요. (기다리다)

2

가: 누나, 나 숙제 좀 도와줄래?
나: 미안해. 지금                                    이니까 나중에 도와줄게. (청소하다)

3

가: 지금 뭐 해요?
나: 저녁에 먹을 요리를                                    이에요.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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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다고2
앞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정의

It is an expression used when trying to indirectly relay the preceding content.

예시

가: 사비나 씨는 밥 먹으러 같이 안 왔어요?
나: 사비나 씨는 남자 친구하고 먹는다고 했어요.
가: 요즘 지훈 씨가 안 보이네요?
나: 지훈 씨는 방학 동안 할머니 댁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가: 너 이 영화 봤어?
나: 아니. 아직 못 봤는데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했어.
가: 명동에 새로 생긴 백화점 가 봤어?
나: 아니. 그런데 갔다 온 친구들이 서울에서 가장 크다고 했어.
가: 마트 할인 행사는 언제까지야?
나: 어제 신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었어.
가: 학교 근처에 짜장면 잘하는 중국집 알아요?
나: 사람들이 짜장면은 저 식당이 최고라고 해요.

정보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djectives and ‘noun+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행사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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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O

먹다

먹는다고

받침 X

오다

온다고

받침 ‘ㄹ’

살다

산다고

받침 O

작다

작다고

받침 X   

크다

크다고

받침 ‘ㄹ’

길다

길다고

받침 O

학생

학생이라고

받침 X

의사

의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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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냐고
정의
예시

앞에 오는 질문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when trying to indirectly relay the preceding question.

가: 민국 씨가 뭐라고 물었어요?
나: 오늘 점심은 뭐 먹느냐고 물었어요.
가: 아까 지훈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 오늘 도서관에 가느냐고 물어봤어요.
가: 리사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 새로 생긴 식당의 음식이 괜찮으냐고 물어봤어요.
가: 의사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 저한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셨어요.
가: 저 사람이 아까 후안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 세종학당 학생이냐고 물었어요.
가: 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 저보고 샤오위 씨 친구냐고 했어요.

정보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djectives and ‘noun+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받침 O

먹다

먹느냐고/먹냐고

받침 X

오다

오느냐고/오냐고

받침 ‘ㄹ’

살다

사느냐고/사냐고

받침 O

작다

작으냐고/작냐고

받침 X   

크다

크냐고

받침 ‘ㄹ’

길다

기냐고

받침 O

학생

학생이냐고

받침 X

의사

의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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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으라고
앞에 오는 명령이나 부탁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정의

It is an expression used when trying to indirectly relay the preceding command or request.

예시

가: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 텔레비전에서 의사 선생님이 손을 자주 씻으라고 했어요.
가: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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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으라고

오다

오라고

살다

살라고

15과ㆍ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숙소를 찾는 중이에요

Part 1

-자고
앞에 오는 권유나 제안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정의

It is an expression used when trying to indirectly relay the preceding advice or suggestion.

예시

가: 쯔엉 씨한테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가: 내일 뭐 할 거야?
나: 아까 가영이가 나한테 내일 같이 놀자고 해서 명동에 갈 거야.

정보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자고

오다

오자고

살다

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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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연습Ⅰ <보기>와 같이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hart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먹다

가다

놀다

듣다

좋다

나쁘다

동생이다

외국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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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했어요

-냐고
했어요

-으라고
했어요

-자고
했어요

먹는다고
했어요

먹느냐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자고
했어요

-는다고 했어요

-냐고 했어요

-으라고 했어요

-자고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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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가: 쯔엉 씨가 뭐라고 했어요?
나: 매일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어요.

1
가: 쯔엉 씨가 뭐라고 했어요?
나: 오늘 날씨가                                                했어요.

2
가: 쯔엉 씨가 뭐라고 했어요?
나: 도서관에서는                                                했어요.

3
가: 쯔엉 씨가 뭐라고 했어요?
나: 같이 한국 음식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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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호텔을 찾는 중이에요.

사비나 씨, 뭐 하고
있어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표지판 sign

372

가정집 famil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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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두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① 민박

② 여관

③ 펜션

④ 호텔

2 남자가 여자에게 이 숙소를 추천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Why does the man recommend the accommodations to the woman?

① 가격은 저렴하지 않지만 청결하기 때문에
② 가격은 저렴하지 않지만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③ 남가격이 저렴한데 호텔 같은 시설에서 묵을 수 있기 때문에
④ 가격이 저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을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남자가 여자의 여행 계획을 대신 세워줬다.
② 여자는 가격이 비싸도 청결한 숙소를 찾는다.
③ 남자는 여행할 때 호텔에 묵는 것을 좋아한다.
④ 여자는 여행지에서 묵을 숙소를 인터넷으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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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이란
앞에 오는 말이 이야기의 화제임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조사.

정의

It is a particle used to emphasize the topic of conversation in the preceding content.

건강한 사람이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한 사람이다.

예시

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나: 좋은 친구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친구예요.
명사에 붙는다.

정보

It is combined with nouns.

받침 O

학생

학생이란

받침 X

의사

의사란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봉사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를 돕는 것이에요. (봉사)

1

좋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

2

오늘 토론의 주제는 ‘                                무엇일까?’입니다. (행복)

3

진정한                                 어려울 때 서로 믿고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정)

단체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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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하다 to re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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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선생님, 동요가 뭐예요?
나: 동요란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노래를 말해요. (동요)

가: 엄마, 속담이 뭐예요?
나: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교훈을 짧게 표현한 말이야. (속담)

2

가: 사랑이 뭘까요?
나:                                 어떤 사람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

3

가:                                 무엇일까요? (언어)
나: 글쎄,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닐까?

동요 children’s song
언어 language

속담 proverb

교훈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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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이라고
원래 말하거나 쓴 그대로 직접적으로 전달함을 나타내는 조사.

정의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that you are directly relaying a message word for word.

예시

가: 한국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나: 한국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가: ‘금연 구역’이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말하거나 쓴 내용이라면 단어부터 문장까지 무엇에든 붙는다.

정보

It can be combined with any word, phrase, or sentence that is spoken or written.

학생

‘학생’이라고

의사

‘의사’라고

연습Ⅰ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넣으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야 돼요.

1

오빠는 공부할 때마다 방문에 ‘공부하는 중’                                  써서 붙여 둔다.

2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대한입니다. 앞으로 “대한아.”                                 불러 주세요.

3

우리 아빠는 여동생을 “우리 공주님!”                                  불러요.

구역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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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한국에서 하는 새해 인사말은 뭐예요?
나: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를 뭐라고 불러요?
나: 여자는 ‘오빠’, 남자는 ‘                                 ’                                   불러요. (형)

2

가: “I love you.”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나: “                                 ”                                   말해요. (사랑해요.)

3

가: ‘                                 ’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주차 금지)
나: 주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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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숙소를 정하는 기준 설명하기

가: 가영 씨는 인터넷에서 숙소를 찾을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저는 숙박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숙박비가 저렴한 곳부터 찾아요.
그런 다음 사람들의 평가를 봐요.
사람들의 이용 후기를 보고 서비스가 좋다고 한 곳을 골라요.
마지막으로 교통이 중요해요.
고
 른 숙소 중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예약해요.

이용 후기 review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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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청결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곳

시설이 현대적이다

위치

관광지

가:  가영 씨는 인터넷에서 숙소를 찾을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기

나:  저는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부터 찾아요.
그런 다음 사람들의 평가를 봐요.
사람들의 이용 후기를 보고                                     한 곳을 골라요.
마지막으로                                     중요해요.
고른 숙소 중에서                                  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예약해요.

과제

1

여러분은 여행지 숙소를 어떻게 찾아요?
How do you look for accommodations for vacationing?

2

숙소를 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두 가지 이상 말해 보세요.

3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When choosing accommodations, what are the most important standards? Give at least two answers.

Why are they th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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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글 작성
평점

★★★★★

제목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휴가철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콘도에 가려다가 친구가 이 호텔이
좋다고 해서 예약했습니다. 처음에 예약한 방은 바다가 보이는 4인
가족실이었는데 체크인하는 날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객실을 변경했습니다. 바뀐 객실도 넓고 청결해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기 좋았습니다. 객실에서 보이는 도시의 야경도
환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어린이 수영장, 영화관 같은 시설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예약했던 방에도
묵어 보고 싶어서 꼭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야경 night s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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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① 호텔 객실 예약을 문의하는 글

② 예약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글

③ 객실 시설 수리를 요청하는 글

④ 호텔을 이용한 느낌이나 생각을 쓴 글

2 이 사람이 묵은 방은 어떤 방이에요?
Which room is the room he stayed in?

①

②

③

④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이 사람은 처음 예약한 방에 묵지 못했다.
② 이 호텔에는 수영장은 있지만 영화관은 없다.
③ 체크아웃을 하는 날 객실의 에어컨이 고장 났다.
④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이 호텔을 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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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숙소 예약 문의하기

이메일
minbak_B&B@sejong.kr
숙박 예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박 예약 문의드립니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예약하고 싶습니다.
인원은 어른 2명, 어린이 1명입니다.
담배를 끊는 중이라서 객실은 금연실로 부탁드립니다.
체크인은 오후 4시쯤 할 예정입니다.
예약이 가능하면 답장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하다 to in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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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어른 2명, 어린이 3명

9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다

가족실

이메일
minbak_B&B@sejong.kr
숙박 예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박 예약 문의드립니다.
보기

9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예약하고 싶습니다.
인원은                                                                     입니다.
                                   하는 중이라서 객실은                  로 부탁드립니다.
체크인은 오후 4시쯤 할 예정입니다.
예약이 가능하면 답장 주세요. 
감사합니다.

과제

1

여러분은 최근에 한 여행에서 어떤 종류의 숙소에 묵었어요?

2

그 숙소를 예약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에요?

3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숙소에 부탁하는 이메일을 써 보세요.

What kind of accommodations did you stay at on your last vacation?

What do you find important when making a reservation?

Write an email requesting the thing you find important for your accommo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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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방에 이름표를 달았어요
I put a name tag on my luggage so as not to lose it.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여행 준비’ 및 ‘짐 싸기’와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vacation
preparations’ and ‘packing luggage.’
●

‘-어 가지고’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 가지고’
●

‘-던데1’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던데1’
●

‘-어다가’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다가’

어휘
●

Vocabulary

여행 준비 관련 어휘

Vacation preparations related vocabulary
●

짐 싸기 관련 어휘

Packing luggage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어 가지고     ● -던데1

듣기
●

Grammar

Listening

여행 가기 전에 짐을 싸면서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packing luggage before a trip.

말하기
●

Speaking

여행 가방을 싸는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how to pack for a trip.

읽기
●

Reading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requesting compensation from an airline.

쓰기
●

Writing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고객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text about looking for lost
luggage on the customer forums.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어다가

어휘 Vocabulary
여행 준비 Vacation preparations

●

귀국(하다)
언니가 10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내일 귀국해요.

●

깨지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창문이 깨졌어요.

●

달다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방에 이름표를 달았어요.

●

바퀴
계단에서 여행 가방을 떨어뜨려서 바퀴가 고장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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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비자
한국에 가기 위해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어요.

●

손잡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꽉 잡으세요.

●

승객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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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여행 준비 Vacation preparations

●

승무원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표
여행 가서 구경할 곳과 시간을 정리해서 일정표를 짰어요.

●

입국(하다)
친구가 오후 12시 비행기로 입국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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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챙기다
여행 가방을 챙겨서 일찍 공항으로 갔어요.

●

출국(하다)
이번 주 월요일에 출국해서 주말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

탑승(하다)
비행기가 곧 출발하니까 빨리 탑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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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짐 싸기 Packing luggage

●

겉옷
밤에 추울까 봐 겉옷도 하나 넣었어요.

●

배낭
큰 배낭에 짐을 가득 넣고 여행을 떠났어요.

●

비상금

	쯔엉 씨는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비상금을 준비해 뒀어요.
●

세면도구
호텔에서는 비누, 수건 등 세면도구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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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속옷
오래 여행하려면 속옷을 여러 벌 가져가야 한다.

●

충전기
여행할 때는 휴대 전화 충전기를 꼭 가지고 가야 해요.

●

짐을 싸다
여행을 가기 위해 미리 짐을 쌌어요.

●

짐을 풀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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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irate words.

겉옷

1)

2)

3)

392

바퀴

속옷

손잡이

충전기

세면도구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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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비자

일정표

달다

탑승하다

1)

여행책을 보면서 친구와 여행                                    을/를 짰어요.

2)

배낭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름표를                                    았다/었다.

3)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 유학                                    을/를 신청했다.

4)

배가 곧 출발할 예정이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아/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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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어
정의

예시

정보

가지고
앞 절의 행위나 상태가 뒤 절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that indicates the action or state mentioned in the preceding phrase
is the reason or cause of the following phrase.

그 가방은 너무 비싸 가지고 못 사겠어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 가지고 영화를 못 봤어요.
지훈 씨는 잘 웃고 성격이 활발해 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동사

형용사

ㅏ, ㅗ

오다

와 가지고

ㅏ, ㅗ  X

먹다

먹어 가지고

하다

공부하다

ㅏ, ㅗ

작다

작아 가지고

ㅏ, ㅗ  X

길다

길어 가지고

하다

조용하다

공부해 가지고

조용해 가지고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마시다)

1

요즘 너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2

이번에는 발표를                                   선생님한테 꼭 칭찬을 받을 거예요. (잘하다)

3

날씨가 너무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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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ㆍ성격과
달았어요
외모

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걷다

보기

1

많다

조용하다

고장이 나다

가: 요즘 잘 지내요?
나: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가: 오늘 왜 늦었어요?
나: 갑자기 차가                                   늦었어요.

2

가: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요?
나: 주변이                                   정말 살기 좋아요.

3

가: 여행 잘 다녀왔어요?
나: 여행 가서 많이                                   지금도 다리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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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던데1
정의

예시

정보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며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 감탄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used when the speaker is expecting the listener’s reaction to be surprised when
explaining something that has happened.

한국 대학교 축제에는 유명한 가수도 오던데.
명동에 사람이 아주 많던데.
오빠가 양복을 입은 모습이 멋있던데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먹다

먹던데

오다

오던데

작다

작던데

크다

크던데

받침 O

학생

학생이던데

받침 X

의사

의사이던데/의사던데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과일은 마트보다 시장이 더 싸던데. (싸다)

1

후안이 매운 음식을 잘                                                   . (먹다)

2

어제 민국이가 체육관에서 열심히                                                   . (운동하다)

3

네가 사과 주스라고 해서 마셨는데 먹어 보니까                                                   .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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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나타냐 씨 집 앞에 있는 공원이 아주 넓던데요. (넓다)
나: 맞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좋아요.

가: 주말에 뭐 했어요?
나: 친구와 ‘난타’ 공연을 봤는데 정말                                             . (신나다)

2

가: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갔는데 음식이                                              . (맛있다)
나: 그래요? 저도 한번 가 봐야겠네요.

3

가: 정우가 책을 많이                                              . (읽다)
나: 네. 책을 좋아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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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응. 옷이랑 충전기, 약은
넣었고 이제 여권이랑
비상금만 챙기면 돼.
지훈아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지? 짐은 다 쌌어?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398

16과ㆍ여행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도 록가방에 이름표를 달았어요

Part 2

1 남자가 여행을 갈 때 가지고 갈 가방을 고르세요.
Choose the luggage the man will take with him on his trip.

①

②

③

④

2 남자의 가방 안에 없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picture containing items the man will not take with him on his trip.

①

②

③

④

3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What will the man do next?

① 친구에게 가방을 빌린다.
② 컵라면과 고추장을 산다.
③ 가방에 세면도구를 넣는다.
④ 태극기 스티커를 사러 간다.
태극기 Korean flag

스티커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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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어다가
앞의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뒤의 행위가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정의

It is a connective ending used to show the action in the preceding phrase occurred first and the
action in the following phrase is a result of that initial action.

제가 아플 때 친구가 약을 사다가 줬어요.
아버지는 옆집에서 꽃을 얻어다가 마당에 심으셨어요.
남은 음식을 포장해다가 집에서 먹었어요.

예시

동사와 결합한다.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ㅏ,ㅗ

가다

가다가

ㅏ,ㅗ X

먹다

먹어다가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다가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세탁소에서 옷 좀 찾아다가 주세요. (찾다)

1

내 생일에 친구가 미역국을                                       줬어요. (끓이다)

2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주셨어요. (요리하다)

3

집에서 샌드위치를                                      공원에 가져가서 친구들과 먹었어요. (만들다)

마당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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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어머, 고양이를 키우시나 봐요.
나: 네. 얼마 전부터 주인 없는 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데리다)

가: 점심 먹었어요?
나: 네. 시간이 없어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사다)

2

가: 지연 씨는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집에 책이 별로 없네요.
나: 네.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빌리다)

3

가: 이 신발 어디에서 샀어요? 한국에서는 안 팔던데요.
나: 친구가 미국에서                                      줬어요. (구하다)

세탁소 dry cleaner / laundr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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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여행 가방 싸는 방법 소개하기

저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없으면 불편해 가지고 여행갈 때 휴지부터
드라이기까지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여행갈 때 큰 가방이 필요해요.
물건을 모두 챙겨서 다니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행을 같이 간 친구들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바로 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방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다는 게 단점이에요.

단점 dis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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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가방이 무거운 게 싫다,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다니다
작은 가방으로도 충분하다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휴대 전화와 지갑만 있다, 여행을 떠나다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사서 써야 하다
보기

저는 가방이 무거운 게 싫어 가지고 여행갈 때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여행갈 때                                                                        .
                                                                          좋아요.
                                                                        바로                                                             .                                    
하지만                                                                                                                단점이에요.

과제

1

여러분은 여행 갈 때 짐을 많이 가지고 가요? 적게 가지고 가요?
Do you take a lot or a little luggage when you go on trips?

2

여행 갈 때 어떤 가방을 가지고 가요?

3

여행 갈 때 무엇을 꼭 가져가요?

What kind of luggage bags do you take on trips?

What are some of your must-have items for vaca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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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 세종항공사
안녕하세요. 지난 7일 미국에서 1시 비행기로 입국했는데
요. 짐을 찾고 보니 가방이 깨지고 바퀴가 고장 나 있었습
니다. 항공사 홈페이지를 보니 보상에 대한 질문은 여기로
하라고 하던데요. 가방 사진도 같이 보냅니다.

㉠

네, 사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
합니다. 여행 가방 가격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돈으로 보
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쪽에 고객님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똑같은 사이즈의 여행 가방이 있습니다. 괜찮으
시면 그 제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면 이틀 뒤
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가방으로 보내 주세요.

항공사 airline

404

보상 compensation

제공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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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항공사에 연락한 이유를 고르세요.
Why is the writer contacting the airline?

① 여행 가방이 깨져서 보상을 받으려고
② 출장을 가야 해서 비행기 표를 사려고
③ 공항에서 여행 가방이 바뀌어서 가방을 찾으려고
④ 출장 일정이 바뀌어서 비행기 탑승 날짜를 바꾸려고

2 ㉠에 들어갈 사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picture that best fits the blank text bubble.

①

②

③

④

3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이 사람은 7일에 미국에 갔습니다. (                    )
② 가방을 받으려면 이틀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                    )
③ 이 사람은 원래 가방과 같은 크기의 가방을 받을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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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고객 게시판에 글쓰기

글 작성
닉네임

**************

제목

배낭을 놓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503호에서 1박 2일 묵었는데요.
늦게 일어나 가지고 서둘러 나오다가 방에 배낭을 놓고 왔습니다.
파란색 천 배낭입니다.
배낭에 친구들에게 가져다 줄 기념품이 들어 있어서 꼭 찾아야 합니다.
배낭을 찾으면 osh12@sejong.kr로 꼭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천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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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souvenir

가죽 leather

Part 2

16과ㆍ여행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도 록가방에 이름표를 달았어요

연습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서류 가방

어제 5시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다

졸아 가지고 급하게 내리다, 기차에 서류 가방을 놓고 내리다
까만색 가죽 가방

보기

제목

서류 가방에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다

서류 가방을 찾다

서류 가방을 놓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

                                                      입니다.
                                                                  꼭 찾아야 합니다. 
                               osh12@sejong.kr로 꼭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1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Have you ever lost anything before? What did you lose?

2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3

그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어요?

4

잃어버린 그 물건을 찾는 글을 써 보세요.

Where did you lose it?

What kind of item did you lose?

Write a short sign looking for your los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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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듣고 이야기해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parctice speaking.

가: 리사 씨, 뭐 해요?
나: 숙소에 예약 확인 메일을 보내는 중이에요.
가: 아, 주말에 2박 3일 전주 여행을 간다고 했지요? 어디에 묵어요?
나: 한옥 마을에 있는 한옥 민박집을 예약했어요.
가: 그래요? 호텔에는 세면도구나 수건, 드라이기 같은 것이
있지만 민박집에는 없어 가지고 따로 챙겨서 가야 한다던데요.
나: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예약한 곳은 다행히 수건하고 드라이기는
있다고 해요.
가: 그럼 나머지는 거기서 사서 쓰면 되겠네요.
나: 네.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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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듣기 음원

과제Ⅰ 듣고 따라 해 보세요.

Listening Link

Listen and repeat after the conversation.

과제Ⅱ 아래에 제시된 문법과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말해 보세요.

Use the grammar and expressions provided below and practice speaking out loud.

1	여러분은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어디에 가 보고 싶어요? 왜 거기에 가 보고 싶어요?
If you were to go on a trip to Korea, where would you like to go? Why do you want to go there?

2 어떤 짐을 가지고 갈 거예요?

What will you pack in your luggage?

3 어떤 숙소에서 묵고 싶어요?

Which accommodations would you choose to stay at?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는다고2

-던데1

-는 중이다

-아 가지고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겉옷

숙박하다

최고급

민박집

여관

콘도

배낭

전통적

펜션

비상금

챙기다

한옥

세면도구

청결하다

현대적

속옷

충전기

짐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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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과
흰색 셔츠가 청바지와
잘 어울려요
A white shirt goes well with jeans.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옷의 착용 상태’ 및 ‘옷의 부분’을 나타내는 말을
안다.

●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garment fit’
and ‘parts of clothing.’
●

‘-기는’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기는’

‘-으면 좋겠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으면 좋겠다’
●

‘-어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 드리다’

어휘
●

Vocabulary

옷의 착용 상태 관련 어휘

Garment fit related vocabulary
●

옷의 부분 관련 어휘

Parts of clothing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Grammar

-기는     ● -으면 좋겠다

듣기

Listening

 옷을 사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clothes shopping.

말하기

Speaking

 좋아하는 옷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Students can speak about their favorite clothes.

읽기

Reading

 옷 교환을 신청하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a text about
asking for a clothing return.

쓰기

Writing

 유행하는 옷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Students can write about trending clothing styles.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어 드리다

어휘 Vocabulary
옷의 착용 상태 Garment fit

●

고급스럽다
이 가방은 고급스럽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

멋지다
지훈 씨는 정장을 입었을 때 가장 멋져요.

●

세련되다
쯔엉 씨는 세련된 옷차림과 친절한 행동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

어울리다
흰색 셔츠가 청바지와 잘 어울려요.

●

연하다
저는 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연한 파란색 바지를 샀어요.

●

적당하다
코트 길이가 이 정도면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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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진하다
진한 파란색 바지에는 흰색 티셔츠가 잘 어울려요.

●

촌스럽다
10년 전 옷을 꺼내 보니 촌스러워서 입을 수 없었어요.

●

헐렁하다
살을 많이 빼서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

화려하다
리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행사에 왔습니다.

●

딱 맞다
새로 산 신발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맞아요.

●

딱 붙다
요즘은 몸에 딱 붙는 바지가 유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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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옷의 부분 Parts of clothing

●

꽃무늬
어머니께서는 꽃이 많이 그려진 꽃무늬 셔츠를 좋아하세요.

●

물방울무늬
파란 물방울이 그려진 물방울무늬 우산을 샀어요.

●

줄무늬
저는 빨간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가 마음에 들어요.

●

체크무늬
요즘은 체크무늬 셔츠가 유행이다.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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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끈을 묶다
정우가 달리기 전에 신발 끈을 잘 묶었다.

●

소매를 접다
설거지할 때는 옷이 젖지 않게 소매를 접으세요.

●

(지퍼, 단추)를 잠그다
추우니까 지퍼를 잠그세요.

●

(지퍼, 단추)를 채우다
셔츠의 단추를 다 채우면 단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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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진하다

416

세련되다

적당하다

헐렁하다

1)

신발이                               아서/어서 잘 벗겨져요.

2)

여름이 되니까 나뭇잎 색깔이                               (으)ㄴ 초록색이 됐어요.

3)

새로 산 바지는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아서 가을에 입기                               아요/어요.

4)

언니가 10년 전에 사 준 이 코트는 지금 입어도 촌스럽지 않고                               았어요/었어요.

17과ㆍ흰색 셔츠가 청바지와 잘 어울려요

Part 1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irate words.
보기

1)

끈을 묶다

                              

소매를 접다

2)

단추를 채우다

                               3)

지퍼를 잠그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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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기는
정의

1.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부정하거나 반박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a slight denial or refutation of the other person’s statements.

2. 상대방을 가볍게 비난하거나 핀잔을 줌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express a slightly blaming or snubbing attitude.

예시

1. 가: 오늘은 쯔엉이 안 늦었지?
나: 안 늦기는. 오늘도 20분이나 늦게 왔어.
가: 노래를 잘하시네요.
나: 잘하기는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2. 가: 아우, 깜짝이야.
나: 놀라기는. 뭐 그런 것 가지고 놀라.
가: 이 영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
나: 그 정도로 울기는. 너는 눈물도 참 많다.

정보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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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O

먹다

먹기는

받침 X

오다

오기는

받침 ‘ㄹ’

살다

살기는

받침 O

작다

작기는

받침 X

크다

크기는

받침 ‘ㄹ’

길다

길기는

받침 O

학생

학생이기는

받침 X

의사

의사이기는/의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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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짧기는요
보기

1

촌스럽기는

잘하기는요

잘 부르긴

가: 이 셔츠 어때? 촌스럽지 않아?
나: 촌스럽기는. 요즘 체크무늬가 유행이야.

가: 리사야, 너 정말 노래 잘 부른다. 꼭 가수 같아.
나:                                    . 노래는 정우가 잘 불러.

2

가: 어제 바지를 샀는데 저한테 좀 짧지 않아요?
나:                                    .  대한 씨한테 딱 맞아요.

3

가: 떡볶이가 아주 맛있어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나:                                    .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만들었어요.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시험공부를 많이 해서 쓰러질 것 같아.
나: 쓰러지긴. 사람이 그 정도로 쓰러지지는 않아. (쓰러지다)

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좋다.
나:                                    .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웃음이 나? (웃다)

2

가: 이 식당 음식이 매워서 입에 불이 나는 것 같아.
나:                                    . 나는 맛있는데. (과장하다)

3

가: 요즘 과일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겠어.
나: 비싸서                                    . 과일보다 비싼 커피는 매일 마시면서.  (못 사 먹다)

쓰러지다 to collapse

과장하다 to exagg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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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으면
정의

예시

정보

좋겠다
말하는 사람의 희망이나 현실과 다른 상황을 원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the speaker’s hopes or desire for a hypothetical situation
that is different from reality in some way.

시험을 잘 보면 좋겠어요.
내일은 날씨가 맑으면 좋겠어요.
책장 위에 손이 안 닿아요. 키가 지금보다 5센티미터만 크면 좋겠어요.
내가 어른이면 좋겠어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받침 O

먹다

먹으면 좋겠다

받침 X

오다

오면 좋겠다

받침 ‘ㄹ’

살다

살면 좋겠다

받침 O

작다

작으면 좋겠다

받침 X

크다

크면 좋겠다

받침 ‘ㄹ’

길다

길면 좋겠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면 좋겠다

받침 X

의사

의사이면 좋겠다/의사면 좋겠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으면 좋겠어요. (먹다)

1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피아노를 잘                                    . (치다)

2

셔츠의 소매 길이가 조금 더                                    . (길다)

3

다음 주에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 (쉽다)
센티미터 cent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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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이 빨간색 모자 어때요?
나: 예쁘기는 한데 색이 더 진하면 좋겠어요. (진하다)

가: 오늘도 비가 오네요.
나: 네, 올해는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그만                                    . (오다)

2

가: 버스를 타고 가니까 휴게소에서 음식도 사 먹고 좋네요.
나: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케이티엑스(KTX)를                                    . (타다)

3

가: 이 식당 음식 맛이 어때요?
나: 맛있기는 한데 저한테는 조금 달아요. 조금 덜                                    . (달다)

휴게소 res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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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이 꽃무늬 원피스는
어때요? 소매도 예뻐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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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여자는 어떤 옷을 샀어요?

What kind of clothes did the woman buy?

①

②

③

④

2 여자는 왜 꽃무늬 원피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Why doesn't the woman like the flower-patterned dress?

① 단정해서

② 저렴해서

③ 화려해서

④ 고급스러워서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여자가 산 옷은 비쌉니다.
② 여자는 단정한 옷을 찾고 있습니다.
③ 꽃무늬 원피스는 허리에 끈이 있습니다.
④ 물방울무늬 원피스를 휴가 때 입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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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좋아하는 옷 소개하기

저는 옷을 헐렁하게 입는 것을 좋아해서 큰 사이즈의 옷이 많습니다.
이 옷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크무늬 셔츠입니다.
작년에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셔츠는 소매를 접어서 입으면 멋집니다.
이런 셔츠가 여러 벌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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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화려하게

화려한 디자인

꽃무늬 원피스

3년 전에 태국 여행을 갔을 때 사다
원피스, 허리에 있는 끈을 묶어서 입으면 예쁘다
보기

원피스

저는 옷을 화려하게 입는 것을 좋아해서 화려한 디자인의 옷이 많습니다.
이 옷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입니다.
                                                                                         .
이                          는                                                                                                 .
이런                               가 여러 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1

여러분은 어떤 옷이 많아요?

2

가장 좋아하는 옷은 무엇이에요?

3

그 옷을 어떻게 입으면 멋있어요?

What kind of clothes do you mostly wear?

What's your favorite piece of clothing?

What do you do to make it even more fashi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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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글 작성
제목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주문한 옷을 어제 받았는데요.
제가 주문한 것과 다른 옷이 왔습니다.
줄무늬 티셔츠를 시켰는데 체크무늬 티셔츠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너무 딱 붙어서 저한테 잘 안 어울립니다.
조금 헐렁하게 입고 싶습니다. 한 사이즈 큰 것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 티셔츠는 저희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티셔츠와 바지를
보내 주시면 확인 후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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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right title for this text.

① 옷이 하나만 왔어요.

② 옷을 바꾸고 싶습니다.

③ 주문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④ 주문 방법 좀 알려 주세요.

2 이 사람은 어떤 옷을 다시 받을 거예요?

What kind of clothes will this person receive back?

①

②

③

④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티셔츠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사람은 어제 옷을 주문했습니다.
③ 주문한 바지가 이 사람한테는 너무 헐렁합니다.
④ 받은 옷을 먼저 보내야 새 옷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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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어

드리다
윗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표현.

정의

It is an expression used to express an action intended to help one's superiors.

예시

어머니께 한국어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할아버지께 선물을 전해 드렸어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동사와 결합한다.
ㅏ, ㅗ

가다

가 드리다

ㅏ, ㅗ  X

먹다

먹어 드리다

하다

청소하다

청소해 드리다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읽어 드려요

보기

불러 드려요

알려 드렸어요

보내 드렸어요

어머니 생신에는 제가 항상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드려요.

1

할아버지께서 눈이 나쁘셔서 아버지가 신문을                                                          .

2

이번 설날에는 집에 못 가서 부모님께 선물을                                                          .

3

할머니가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셔서 제가 사용법을                                                          .

설날 New Year'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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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크게 좀 써 줄래?
나: 네, 크게 써 드릴게요.

가: 머리가 아픈데 약 좀 사다 줄래?
나: 네,                                                                    .

2

가: 짐이 많은데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나: 네,                                                                    .

3

가: 죄송하지만 저희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나: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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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유행하는 옷 소개하기
70년대에 유행한 옷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촌스럽지 않냐고요? 촌스럽기는요. 요새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이런 옷을
입습니다.
아빠가 젊을 때 입은 체크무늬 셔츠나 엄마가 대학생 때 입은 꽃무늬 원피스를
집에서 찾아 입고 멋지게 사진을 찍어 보세요.
지금까지 촌스럽게 생각한 아빠와 엄마의 옛날 옷들이 세련되게 보일 거예요.
찍은 사진을 korea@sejong.kr로 보내 주시면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젊다 to b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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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90년대

삼촌, 헐렁한 바지, 이모, 딱 붙는 티셔츠

삼촌과 이모

보기

잡지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다

90년대에 유행한 옷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촌스럽지 않냐고요? 촌스럽기는요. 요새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이런 옷을 입습니다.
                      젊을 때 입은                    나                 대학생 때 입은 
               를 옷장 속에서 찾아 입고 멋지게 사진을 찍어 보세요. 지금까지 촌스럽게
생각한                            의 옛날 옷들이 세련되게 보일 거예요. 
찍은 사진을 korea@sejong.kr로 보내 주시면                                                                                                             
                                               .

과제

1
2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어떤 옷이 유행했었어요?
What kind of clothes were trending when you were young?

그 옷이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How does that style look to you now?

3

요즘은 어떤 옷이 유행해요?

4

요즘 유행하는 옷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What clothes are in fashion these days?

Write a short text introducing trendy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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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과
중고 소파를 사려다가
새 제품을 샀어요

I was planning to buy a used sofa, but I bought a new one instead.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가구 및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안다.

●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furniture
and consumer electronic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oods.’

‘-으려다가’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으려다가’

‘-고 말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고 말다’

‘-는 반면’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 는 반면’

어휘
●

Vocabulary

가구 및 가전제품 관련 어휘

Furniture and consumer electronics related
vocabulary
●

생활용품의 특징 관련 어휘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oods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으려다가     ● -고 말다    ● -는 반면

듣기
●

Grammar

Listening

생활용품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household goods.

말하기
●

Speaking

생활용품을 평가하는 말을 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how to review household
goods.

읽기
●

Reading

생활용품을 광고하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an advertisement
for household goods.

쓰기
●

Writing

중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selling used household
goods.

어휘 Vocabulary
가구 및 가전제품 Furniture and consumer electronics

●

가스레인지
물이 끓으면 가스레인지의 불을 줄이세요.

●

가습기
겨울에는 방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켜야 해요.

●

가전제품
텔레비전,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오래돼서 이사할 때 바꿔야겠어요.

●

냉장고
냉장고가 고장 나서 음식이 모두 상했어요.

●

소파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봐요.

●

식탁
우리 가족은 식구가 많아서 큰 식탁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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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에어컨
후안 씨, 방이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켜 주세요.

●

옷장
내 방 옷장에는 옷이 가득해요.

●

전자레인지
국이 식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

책장
책이 많아져서 새 책장을 하나 사야 해요.

●

청소기
오랜만에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돌렸어요.

●

탁자
저는 꽃을 좋아해서 항상 탁자 위에 꽃병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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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생활용품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oods

●

대형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대형 텔레비전을 샀어요.

●

맞추다
새로 산 장난감의 부품을 이리저리 맞추어서 완성했다.

●

소형
소형 냉장고는 크기가 작아서 사무실에 두기가 좋다.

●

신제품
고객님, 이게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요. 화면도 더 크고 훨씬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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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전원
집에서 나올 때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은 것 같아요.

●

중고
카메라가 너무 비싸서 인터넷에서 중고를 샀어요.

●

할인(하다/되다)
가구 할인점에 가면 소파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

흔하다
이 옷장은 흔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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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것을 골라 표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hart with the appropriate words.

소파 식탁 옷장 책장 탁자 가습기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부품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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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가전제품

옷장
소파

가스레인지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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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소형

전원

중고

맞추다

1)

에어컨                                    을/를 켜자마자 방이 시원해졌어요.

2)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서 대형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인기 많아요.

3)

주문한 가구가 왔는데 직접 부품을 하나하나                                    아서/어서 만들어야 했다.

4)

돈을 아끼기 위해서 새 제품 대신                                     노트북을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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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으려다가
정의

1. 어떤 행동에 대해 생각하거나 시도하다가 그 행동을 멈추거나 다른 행동을
하게 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express the sudden reconsideration or discontinuation of
an action in order to do something else.

2.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이
중단되거나 바뀜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a sudden interruption or change in a situation or
state due to it being stopped or changing course.

예시

1. 자려다가 잠이 안 와서 책을 읽었어요.
공원에서 꽃을 꺾으려다가 ‘자연 보호’라는 표지판을 보고 참았어요.
2. 오전에 비가 잠깐 내리려다가 말아서 우산은 안 가지고 나왔어요.
눈이 녹으려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다시 얼었어요.

정보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으려다가

오다

오려다가

살다

살려다가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가: 점심에 뭐 먹었어요?
나: 햄버거를 먹으려다가 김밥을 먹었어요.

1
가: 오늘은 긴 바지를 입었네요?
나: 짧은 바지를                         날씨가 쌀쌀해서 긴 바지를
입었어요.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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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과ㆍ중고 소파를 사려다가 새
9과ㆍ성격과
제품을 샀어요
외모

Part 1

2
가: 어제 시험공부 많이 했어요?
나: 아니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공부하다)

3
가: 어제 사비나 씨하고 같이 놀았어요?
나: 아니요. 피시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집에서 쉬었어요. (놀다)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꽃이 피려다가 졌어요. (피다)
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가: 드라마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나: 방금 경찰이 도둑을                          놓쳤어요. (잡다)

2

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데 한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음식은 맛있죠?
나: 네.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서 기분이                          음식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빠지다)

3

가: 감기 다 나았어요?
나: 아니요. 감기가                          추운 데서 오래 서 있었더니 다시 나빠졌어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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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고
정의

말다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와 다르게 어떤 일이 진행되어 결국 안타깝게도 그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표현.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something happened unexpectedly in an unintended condition, and
that it had happened in the end.

예시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번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제 게임을 하다가 친구하고 싸우고 말았어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고
정의

동사와 결합한다.
먹다

먹고 말다

오다

오고 말다

말겠다
의지를 나타내는 ‘-겠-’과 함께 쓰여 앞에 오는 말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고자 함을
나타내는 표현.
An expression that is written with ‘-겠-’ indicating will, indicating that the content of the words
that come before you must b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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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올해는 꼭 담배를 끊고 말겠어요.
내년에는 대학에 합격하고 말겠어요.

정보

It is combined with verbs.

동사와 결합한다.
먹다

먹고 말겠다

오다

오고 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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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고 말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고 말다.”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살을 빼야 하는데 어젯밤에도 치킨을 먹고 말았어요.

1

어젯밤에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 (다치다)

2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바지에 커피를                                          . (쏟다)

3

어제 늦게 자서 오늘 학교에                                          . (지각하다)

연습Ⅱ <보기>와 같이 ‘-고 말겠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고 말겠다.”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올해 어떤 목표가 있어요?
나: 올해는 꼭 큰 집으로 이사하고 말겠어요. (이사하다)

가: 이번 학기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나: 이번 학기에는 운전면허를 꼭                                                 . (따다)

2

가: 쯔엉 씨, 아직도 지갑을 찾아요?
나: 네. 한 장밖에 없는 가족사진이 들어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  (찾다)

3

가: 민국 씨, 집에 안 가요?
나: 먼저 가세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일을                                                 . (끝내다)

운전면허 driver'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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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
정의

예시

정보

반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반대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that the content of the following phrase is contrary to that of
the preceding phrase.

쯔엉 씨는 그림은 잘 그리는 반면 노래는 잘 못해요.
저는 키가 작은 반면 저희 오빠는 키가 커요.
이 식당은 짜장면은 맛있는 반면 짬뽕은 맛이 별로예요.
샤오위 씨는 적극적인 반면 민국 씨는 소극적이에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djectives and ‘noun+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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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O

먹다

먹는 반면

받침 X

오다

오는 반면

받침 ‘ㄹ’

살다

사는 반면

받침 O

작다

작은 반면

받침 X

크다

큰 반면

받침 ‘ㄹ’

길다

긴 반면

있다/없다

재미있다

받침 O

학생

학생인 반면

받침 X

의사

의사인 반면

재미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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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미카 씨는 커피를 싫어하는 반면 차는 좋아해요. (싫어하다)

1

같은 서울인데도 지금 명동은 날씨가                              강남은 날씨가 흐려요. (맑다)

2

이 식당은 파스타는                              스테이크는 맛있어요. (맛없다)

3

이 한옥 호텔은 겉은                              내부는 아주 현대적이에요. (전통적이다)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후안 씨, 시험 다 잘 봤어요?
나: 아니요. 한국어는 90점인 반면 영어는 50점이에요. 어떡해요. (90점이다)

가: 저 식당 가 봤어요?
나: 네.                                        서비스는 매우 안 좋아요. (음식은 맛있다)

2

가: 새로 이사한 동네는 어때요?
나: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요. (교통이 편리하다)

3

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때요?
나:                                        월급은 많이 줘요. (일은 많이 시키다)

내부 interior

월급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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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저는 이사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중고를 알아보려고요.
저도 책장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에 갈래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매장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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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여자는 어떤 생활용품을 사려고 해요? 모두 고르세요.
Choose all the household goods the woman wants to buy.

① 소파

② 책장

③ 옷장

④ 식탁

2 여자는 어디에서 생활용품을 살 거예요?
Where will the woman go to buy them?

① 시장

② 백화점

③ 중고매장

④ 인터넷 쇼핑몰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여자는 새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② 남자는 책상과 의자를 사려고 한다.
③ 남자는 중고 매장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산 적이 있다.
④ 여자는 이번 주말에 백화점에서 식탁과 소파를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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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생활용품 평가하기

가: 세탁기 새로 샀네?
나: 응. 이사하면서 새 제품으로 바꿨어.
가: 나도 세탁기를 새로 사야 하는데. 써 보니까 어때?
나: 디자인이나 기능은 마음에 드는 반면에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
가: 음. 나는 큰 세탁기가 필요 없어서 이 정도도 괜찮을 거 같아.
나: 그래? 그럼 내가 산 가게를 알려 줄게. 거기에 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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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전자레인지

고장 나다

전자레인지

기능은 다양하다, 디자인이 촌스럽다
보기

가전제품 디자인은 신경쓰지 않다

가: 전자레인지 새로 샀네?
나: 응.                                         새 제품으로 바꿨어.
가: 나도                                        를 새로 사야 하는데. 써 보니까 어때?
나:                                                                                 .
가: 음. 나는                                                                              이 정도도 괜찮을 거 같아.
나: 그래? 그럼 내가 산 가게를 알려 줄게. 거기에 가 봐.

과제

1
2
3

여러분의 집/방에 어떤 생활용품이 있어요?
What kind of household items do you have in your house/room?

그 중에 바꾸고 싶은 생활용품이 있어요? 왜 바꾸고 싶어요?
Do you have any household items you want to change? Why do you want to change them?

여러분은 생활용품을 살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is important when buying househol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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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 제품이 나왔습니다.
새 학기를 새 가구로 시작하세요.
행사 기간 동안 아이 방에 필요한 가구를 할인 판매합니다.
행사 상품을 2개 이상 구입하시면 소형 가습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일시: 3/1(월) ~ 3/7(일)
장소: 한국백화점 지하 1층 세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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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appropriate title for this text.

① 중고 가구를 판매합니다.

② 신제품 가구를 할인합니다.

③ 세종가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④ 중고 가구를 신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2 이 행사에서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What are the discounted items at this event?

① 책장, 옷장, 소파

② 책상, 소파, 침대

③ 책장, 옷장, 책상

④ 책장, 침대, 책상

3 읽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text.

① 이 행사는 일주일 동안 열린다.
② 이 행사에서 세종가구의 모든 제품을 할인한다.
③ 아이 방에 필요한 가구를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다.
④ 행사 상품을 2개 이상 사면 가습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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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인터넷에서 중고 생활용품을 판매하기

글 작성
제목

중고 생활용품을 팝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정도 사용한 중고 세탁기와 냉장고를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제 저한테는 필요 없어서 버리려다가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까 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물건들은 크기는 작은 반면 기능이
다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010-1234-4321로 연락 주세요.

452

18과ㆍ중고 소파를 사려다가 새 제품을 샀어요

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소파, 탁자
친구에게 주다
오래되다, 깨끗하다

글 작성
제목

보기

중고 생활용품을 팝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정도 사용한 중고 소파와 탁자를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제 저한테는 필요 없어서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까 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물건들은                                                               
                         . 관심 있으신 분은 010-1234-4321로 연락 주세요.

과제

1

여러분도 팔고 싶은 중고 생활용품이 있어요?
Do you have any used household items you want to sell?

2

그것을 언제 샀어요? 왜 팔고 싶어요?

3

그 생활용품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4

중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써 보세요.

When did you buy them? Why do you want to sell them?

What are their characteristics?

Write an ad for an Internet forum for selling second-hand househol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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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듣고 이야기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and practice speaking.

가: 처음 보는 코트네. 새로 샀어?
나: 응. 근데 나한테 좀 커 보이지 않아?
가: 크긴. 안에 두꺼운 옷 입으면 딱 맞겠네. 너한테 잘 어울려.
나: 그래? 다행이다. 참, 너 청소기 고장 났다고 했잖아. 새로 샀어?
가: 응, 샀어. 중고로 사려다가 어제 인터넷 쇼핑몰에 가격이 저렴한                      
청소기가 있어서 얼른 주문했어. 빨리 배달 오면 좋겠다.
나: 잘했네. 새 제품은 가격이 조금 비싼 반면에 믿을 수 있어서 좋지.
그 청소기 써 보고 좋으면 말해 줘. 나도 하나 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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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듣기 음원

과제Ⅰ 듣고 따라 해 보세요.

Listening Link

Listen and repeat after the conversation.

과제Ⅱ 아래에 제시된 문법과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말해보세요.

Use the grammar and expressions provided below and practice speaking out loud.

1 여러분은 최근에 옷이나 생활용품을 산 적이 있어요? 무엇을 샀어요?
Have you bought any clothes or household items recently? What did you buy?

2 왜 그것을 샀어요?
Why did you buy it?

3 그것은 어때요?
How do you like it?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기는

-으면 좋겠다

-으려다가

-는 반면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사이즈가 딱 맞다 / 딱 붙다 / 적당하다 / 헐렁하다
디자인이 멋지다 / 깔끔하다 / 세련되다 / 촌스럽다 / 화려하다 / 고급스럽다
가격이 저렴하다
기능이 다양하다
색깔이 진하다 / 연하다
잘 어울리다 / 안 어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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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과
한국 예절에 대하여
조언해 주세요

Please give me advice on Korean etiquette.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인간관계’ 및 ‘예절’과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relationships’ and ‘etiquette.’
●

‘-던’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던’
●

‘-는 탓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탓에’
●

‘에 대하여’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에 대하여’

어휘
●

Vocabulary

인간관계 관련 어휘

Relationships related vocabulary
●

예절 관련 어휘
Etiquete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던     ● -는 탓에    ● 에 대하여

듣기
●

Grammar

Listening

신입생 때 한 실수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d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a mistake made as a freshman.

말하기
●

Speaking

식사 예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mealtime etiquette.

읽기
●

Reading

나이와 높임말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a text about age
and honorific speech.

쓰기
●

Writing

윗사람에게 부탁하는 이메일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n email asking a favor of a
superior.

어휘 Vocabulary
인간관계 Relationships

●

상대방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면 안 된다.

●

아랫사람
처음 만나면 아랫사람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윗사람
쯔엉 씨,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 뒤에 숟가락을 들어야죠.

●

인간관계
정우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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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조언(하다)
나는 평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 주는 편이다.

●

충고(하다)
언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게 자주 충고를 해 준다.

●

혼나다
동생은 숙제를 안 해서 어머니께 혼났어요.

●

혼내다
어머니는 숙제를 안 한 동생을 혼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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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예절 Etiquette

●

공공장소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

공손하다
어른이 주시는 물건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

권하다
어머니는 집에 놀러 온 제 친구들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권하셨다.

●

말씀드리다
어제 부모님께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

반말
상대방이 나이가 어려도 처음 만났을 때는 반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뵙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다음 방학 때는 꼭 집에 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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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성함
제 어머니 성함은 이명숙입니다.

●

여쭙다
선생님께 방학하는 날을 여쭙고 여행 계획을 세웠다.

●

연세

	저는 버스에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항상 자리를 양보합니다.
●

예절
지켜야 할 예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

말을 놓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놓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다.

●

피해를 주다/입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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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462

1)

이름

뵙다

2)

나이

성함

3)

만나다

연세

4)

물어보다

여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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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충고

권하다

공공장소

반말을 하다

1)

할아버지께 편한 자리를                               았어요/었어요.

2)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과 나이가 같아서                                  기로 했다.

3)

의사가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를 했어요.

4)

도서관이나 지하철과 같은                                 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됩니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463

문 법 Grammar
-던
정의

(앞의 말이 뒤의 말을 꾸미는 기능을 하도록 하면서) 과거의 일인 앞 말의 내용을
회상함을 나타내거나 그 일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어미.

It is an expression used when recalling a past event mentioned in the preceding phrase or to
show that said event has not yet concluded (the following phrase is modified by the preceding
phrase when used).

예시

정보

아침에 읽던 신문을 어디에 뒀지?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가 끝나서 아쉽다.
여기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교예요.
어제까지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중학생이던 조카가 성인이 됐어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in the form of ‘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조카 niece / nep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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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먹던

오다

오던

작다

작던

크다

크던

학생

학생이던

의사

의사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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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예전에 자주 아프던 아이가 요즘은 건강해요. (아프다)

1

그렇게 부끄러움이                                     친구가 연예인이 됐다고요? (많다)

2

대학 때 자주                                     식당이 얼마 전에 없어졌다. (가다)

3

형이                                     옷을 이제 내가 입어요. (입다)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놀다

보기

1

듣다

먹다

마시다

가: 누나, 내가 마시던 음료수 못 봤어?
나: 그거 아까 내가 냉장고에 넣었어.

가: 점심 뭐 먹을 거야?
나: 그냥 어제                                     피자 먹으려고.

2

가: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 고등학교 때 같이                                     친구들이에요.

3

가: 리사 씨도 이 노래를 알아요?
나: 예전에 운동할 때 자주                                     노래예요.

부끄러움 shy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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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
정의

예시

정보

탓에
앞에 오는 말이 뒤에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that the negative outcome in the following phrase is a direct
result of the preceding information.

매일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탓에 피곤해요.
버스를 잘못 탄 탓에 약속에 늦었어요.
눈이 나쁜 탓에 안경을 써요.
학교 앞 식당은 학생들이 많은 탓에 조용히 밥을 먹기 힘들어요.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

먹다

먹는 탓에

오다

오는 탓에

받침 O

먹다

먹은 탓에

받침 X

오다

온 탓에

받침 ‘ㄹ’

살다

산 탓에

받침 O

작다

작은 탓에

받침 X

크다

큰 탓에

받침 ‘ㄹ’

길다

긴 탓에

있다, 없다

재미없다

-는 탓에
동사
-은 탓에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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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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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요즘 과일 값이 비싼 탓에 예전처럼 과일을 자주 살 수 없어요. (비싸다)

1

저는 매일 아침 늦게                                     항상 아침 식사를 못 해요. (일어나다)

2

사비나는 서울의 길을 잘                                     택시를 자주 타요. (모르다)

3

날씨가                                     집에만 있었더니 살이 쪘어요. (춥다)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놀다

보기

1

바쁘다

싫어하다

재미없다

가: 이 책 왜 다 안 읽었어요?
나: 책이 생각보다 재미없는 탓에 읽다가 말았어요.

가: 요즘에도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해요?
나: 아니요. 요즘 일이 많아서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2

가: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요?
나: 아니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3

가: 왜 숙제를 안 했어요?
나: 어제 친구 생일이라서 늦게까지                                     숙제를 못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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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에 대하여
정의

예시

정보

앞의 말이 뒤에 나오는 행위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the thing mentioned in the preceding phrase is subject to the
action in the following phrase.

이 글은 한국의 여행지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다음 주에 볼 시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쯔엉 씨는 한국 음식에 대한 글을 썼어요.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

학생

학생에 대하여

의사

의사에 대하여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인터넷을 통해 이번 태풍 상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태풍 상황)

1

저는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역사)

2

선생님은 오늘                                                      설명하셨다. (한국의 예절)

3

한국어                                                       질문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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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여행지

보기

1

세종대왕

한국 경제

에 대해

에 대한

가: 민국 씨는 야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나: 그럼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매일 야구 경기
를 보거든요.
가: 이 드라마는 무슨 내용이에요?
나: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알지요?  
                                                         드라마예요.

2

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사비나 씨가 휴가 때 갔다 온                                           말하고 있어요.

3

가: 도서관에 왜 갔어?
나:                                                          책을 빌리러 갔어.

정보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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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그때는 제가 한국 예절을
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었죠?

신입생 환영회 때 생각난다.
네가 교수님을 ‘김준호 씨’
라고 부른 탓에 다들
얼마나 놀랐었는데.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엊그제 some time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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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professor

놀라다 to be surpr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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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① 여자의 졸업식
② 여자가 실수한 경험
③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④ 두 사람이 함께 듣던 수업

2 여자가 한 실수로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                    )

②
(                    )

③
(                    )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여자는 얼마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② 여자는 교수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③ 여자는 남자를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④ 여자는 처음부터 한국 예절을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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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식사 예절 알려 주기

가: 프랑스에서 온 친구를 주말에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잖아. 어땠어?
나: 재미있었어. 특히 두 나라의 식사 예절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재미있었어.
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어?
나: 프랑스에서는 보통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식사 시간이 길대.
그런데 한국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잖아.
가: 그렇지. 내 친구도 처음에 한국의 식사 예절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힘들었대. 한국에서는 국하고 밥을 다 숟가락으로 먹잖아. 중국은 국만
숟가락으로 먹고 밥은 젓가락으로 먹는대.
나: 중국은 한국하고 식사 예절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네. 신기하다.
국그릇 soup b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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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rice b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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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이집트

보기

이집트, 식사를 초대 받았을 때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겨야 하다

초대 받았을 때 음식을 다 먹는 편이다

밥그릇하고 국그릇을 식탁에 놓고 먹다

일본, 밥그릇하고 국그릇을 들고 먹다

일본

가: 주말에 이집트에서 온 친구를 집에 초대한다고 했잖아. 어땠어?
나: 두 식사 예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특히 재미있었어.
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어?
나:                                 에서는 보통                                                                                           .
     그런데 한국에서는                                                                                                    .
가: 그렇지. 내 친구도 처음에 한국의 식사 예절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힘들었대. 한국에서는                                                                                               .
                                     은                                                                                              .  
나:                                  은 한국하고 식사 예절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네.
      신기하다.

과제

1

여
 러분 나라에는 특별한 자리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해요?

	Does your country have any special rules of etiquette for special occasions? Please

state an example of one here.

2
3

그 예절에 대해 소개해 보세요.
Introduce us to that special rule.

그 밖에 특별한 예절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Please introduce us to any more special etiquette relat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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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한국에서는 나이에 맞춰 상대방을 다르게 불러야 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하다. ( ㉠ )
대학교에서는 나보다 먼저 입학한 사람에게 ‘선배’라고 부른다. 요즘에는
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선배에게 ‘선배!’라고 부르는 대신에 ‘언니’, ‘누나’,
‘오빠’, ‘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 ) 이때도 ‘언니’, ‘누나’, ‘오빠, ’형‘이라고
불러도 괜찮다. 한국어는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말이 복잡한 탓에 외국인들이
자주 틀리게 된다. ( ㉢ ) 그리고 선배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보통
높임말을 쓰지만 서로 가까워지면 말을 놓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반말을 해도 부를 때는 ‘너’라고 하거나 이름을 막 부르면 안
된다. ( ㉣ ) 아무리 친해도 ‘선배’ 또는 ‘언니’, ‘누나’, ‘오빠’, ‘형’이라고 불러야
한다.
느낌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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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다 to be wrong

막 carelessly

19과ㆍ한국 예절에 대하여 조언해 주세요

Part 2

1 ㉠~㉣ 중에서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세요.
Where does the following sentence fit best in the passage?

그럼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같은 시기에 입학한 사람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까?
①㉠

②㉡

③㉢

④㉣

2 다음 중 선배에게 잘못 말한 것을 고르세요.

Which expression is inappropriate to say to a superior?

① “선배, 밥 먹었어?”
② “형, 이 옷 언제 샀어?”
③ “정우야, 이 영화 봤어?”
④ “언니, 시험공부 많이 했어요?”

3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한국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다. (                    )
②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친해지면 ‘너’라고 부를 수 있다. (                    )
③ 같은 시기에 입학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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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윗사람에게 부탁하는 이메일 보내기

받는사람

sb21@sejong.kr

제목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선배님이랑 같이 동아리 활동하던 가영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방학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 개학 준비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메일을 드린 것은 한국 문화 수업에 대해 여쭙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이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 문화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과제나 시험 준비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런 메일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편하게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영 올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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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교수님

지난 학기에 교수님 수업을 늘 앞자리에서 듣다

그동안 잘 지내셨다

이번 학기 교수님 수업의 과제

교수님 수업에서는 발표를 해야 한다
발표 준비

보기

교수님 수업

발표에 대해 간단히 알려 주시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지난 학기에 교수님 수업을 늘 앞자리에서 듣던 가영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
저는 요즘 개학 준비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메일 드린 것은                                               에 대해 여쭙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을 들으려고 합니다. 
                                      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런 메일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가영 올림

과제

1
2
3

여러분은 친한 선배나 교수님이 있어요?
Do you have a favorite superior or professor?

그 선배나 교수님에게 물어보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Is there any favor you might wish to ask of that person?

윗사람에게 부탁하는 이메일을 써 보세요.
Please write a short email making that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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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Are we all set for tomorrow’s meeting?

PART

01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직장’ 및 ‘사무’ 등 사회생활에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the
‘workplace’ and ‘business affairs.’
●

‘-는다거나1’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다거나1’
●

‘-게 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게 하다’
●

‘보고’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보고’

어휘
●

Vocabulary

직장 관련 어휘

Workplace related vocabulary
●

사무 관련 어휘

Business affairs related vocabulary

문법
●

PART

02

-는다거나1     ● -게 하다

듣기
●

Grammar

Listening

회의를 준비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preparing for a meeting.

말하기
●

Speaking

회사 일을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asking for help at work.

읽기
●

Reading

회의록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a text about
minutes

쓰기
●

Writing

메신저로 안내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n informational text message.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

보고

어휘 Vocabulary
직장 Workplace

●

과장
박 과장은 사원들을 가족처럼 잘 챙겨 준다.

●

대리
대한 씨가 입사한 지 3년 만에 대리가 됐어요.

●

동료
3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동료들과 가까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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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부장
김철수 씨는 과장이 된 지 일 년 만에 부장으로 고속으로 승진했다.

●

부하 직원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

●

상사
김 대리는 상사인 이 부장과 5년 동안 함께 일했다.

●

신입사원
올해 우리 회사에 신입 사원이 5명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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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사무 Business affairs

●

검토하다
김 대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부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십니다.

●

명함
올해 회사에 들어가서 드디어 제 명함이 생겼어요.

●

번역
미카 씨는 회사에서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요.

●

보고서
작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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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ㆍ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

Part 1

보고하다
다음 회의 때 신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에 대해 보고해 주세요.

●

의논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더 좋아요.
●

작성하다
회의가 끝난 후에 회의 내용을 정리해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

조사하다
내년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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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사무 Business affairs

●

참고하다
작년 자료를 참고해서 올해 신입 사원 교육을 준비했다.

●

협력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 회사가 협력하여 완성했다.

●

화상 회의
요즘은 외국에 직접 가지 않고 외국 회사와 주로 화상 회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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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회의록
오늘 회의 때 제가 발표를 할 테니 김 대리는 회의록을 써 주세요.

●

의견을 모으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모임 장소와 날짜를 결정했다.

●

조언을 구하다
후배가 선배에게 회사 생활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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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Vocabulary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irate words.

과장

부장

대리

1)

                                   

⇧
2)

                                   

⇧
보기

대 리

⇧
3)

486

                                   

신입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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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2 <보기>와 같이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Use <Example> as a reference.

검토하다
보기

보고하다

협력하다

조사하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다시 조사했다.

1)

김 대리는 이 부장에게 출장 결과를                                    았다/었다.

2)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아서/어서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3)

부장님께서 박 과장이 작성한 내년 사업 계획서를                                    아/어 주셨다.

사업 business

시기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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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다거나1
정의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나열하여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
일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It is an expression used to list two or more facts that could either take the place of the other.

예시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집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해요.
가: 보통 명절에 뭐 해요?
나: 친척을 만난다거나 가족과 여행한다거나 해요.
가: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 피곤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해요.
가: 요즘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해요?
나: 배우라거나 가수와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해요.

정보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 with verbs, adjectives, and ‘noun+이다.’

받침 O

먹다

먹는다거나

받침 X

오다

온다거나

받침 ‘ㄹ’

살다

산다거나

작다

작다거나

크다

크다거나

받침 O

학생

학생이라거나

받침 X

의사

의사라거나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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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ㆍ성격과
다 됐어요?
외모

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바쁠 때는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는다거나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어요. (사 먹다)

1

                                 피곤하다고 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면 안 돼요. (바쁘다)

2

제
 가 요리를 못해서 집에 손님이 올 때는                                   가까운 식당에 간다거나 해요.
(배달을 시키다)

3

요즘은 결제할 때                                   휴대 전화와 같은 것으로 현금을 대신한다. (카드이다)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 한국 친구에게 물어본다거나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해요. (물어보다)

가: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나: 저는                                   비가 온다거나 하는 날이 좋아요. (흐리다)

2

가: 언제 가장 즐거워요?
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해 먹다)

3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주로                                   산책 같은 야외 활동을 해요. (등산이다)

결제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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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게
정의

하다
1.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허락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give others orders or permission to do something.

2. 어떤 사물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듦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show an intentional change to something’s state of being.

예시

정보

1. 엄마가 아이를 일찍 자게 했다.
교실이 너무 더워서 선생님께서 지훈이한테 창문을 열게 했어요.
2. 잠을 잘 때 방을 어둡게 해야 푹 잘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1.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먹다

먹게 하다

오다

오게 하다

2. 형용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ad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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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

작게 하다

크다

크게 하다

20과ㆍ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가 울리지 않게 하세요. (울리지 않다)

1

듣기 연습을 위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국 뉴스를 매일                                   ㅂ니다/습니다. (듣다)

2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매운 음식을                                   았어요/었어요. (못 먹다)

3

어머니가 지훈이에게 방을                                   았어요/었어요. (청소하다)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1

가: 무엇이 미카 씨를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다)
나: 딸의 웃는 얼굴이요.

가: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맑네요.
나: 네. 어제 내린 비가 공기도                                   았나/었나 봐요. (깨끗하다)

2

가: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나: 안 그래도 배고픈데 맛있는 냄새가 저를 더                                   아요/어요. (배고프다)

3

가: 그림이 정말 예뻐요. 직접 그렸어요?
나: 선물 받았어요. 이 그림이 제 방의 분위기를                                   지요? (밝다)

공기 air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491

듣기 Listening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대한 씨,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회의실만 예약하면 됩니다.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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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ㆍ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Part 2

1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① 점심시간

② 회의 준비

③ 발표 내용

④ 모임 예약

2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거예요?
What will the man likely do next?

①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다.
② 내일 회의를 위한 회의 장소를 예약한다.
③ 내일 회의 때 사용할 회의 자료를 검토한다.
④ 박지민 사원에게 가서 내일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말한다.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여자는 남자의 직장 상사이다.
② 남자는 내일 회의 준비를 모두 끝냈다.
③ 남자는 내일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신입 사원은 내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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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회사 일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가: 박 대리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나: 네, 무슨 일이에요?
가: 부장님께서 저보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제가 지난번에 쓴 계획서를 메일로 보내 줄게요. 제 것을 보고
계획서 쓰는 방법을 참고한다거나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료실에 가서 지난 자료들도 살펴보세요.
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별말씀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여쭈다 to ask (honor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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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referenc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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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사업 계획서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다
거기에 있는 자료를 살펴보다

어디에서 찾으면 되다

자료에 소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다

다른 상사들에게도 물어보다
가: 박 대리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나: 네, 무슨 일이에요?  
보기

가: 부장님께서 저보고 사업 계획서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 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
나: 제가 지난번에 쓴 계획서를 메일로 보내 줄게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
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별말씀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과제

1
2
3

여러분은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Have you recently asked anyone for help? What was the situation?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Who did you ask for help? Why did you ask that particular person for help?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었어요?
How did that person hel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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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보고
정의

예시

(구어에서) 앞에 오는 말이 문장에서 주어가 하는 행동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colloquial particle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nou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statement.

가: 아까 선생님께서 후안 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 저보고 한국 신문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어요.
가: 가영 씨가 저보고 한국 사람 같다고 말했어요.
나: 아마 쯔엉 씨가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어서 그런가 봐요.
가: 대한 씨, 민국 씨가 청소를 하네요.
나: 방이 좀 지저분해서 제가 동생보고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정보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

학생

학생보고

의사

의사보고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선생님께서 후안 씨보고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후안

1
형이                                  같이 게임하자고 했어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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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2
나타샤 씨가                                  생일 파티에 오라고 말했어요.
쯔엉

3
신입 사원이                                   회의가 언제 시작하냐고 물었어요.

김 대리

연습Ⅱ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가: 김 대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 지연 씨보고 회의실 좀 예약해 달라고
하셨어요.
지연

1
가: 미카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                                 (으)라고 말했어요.
대한

2
가: 후안 씨가 뭐라고 했어요?
나:                                 자고 했어요.
나타샤

3
가: 지연 씨가 뭐라고 했어요?
나:                                 (이)냐고 했어요.
사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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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ing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회의록
회의록
일시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3시

작성자

이만세 사원

참석자

박민성 부장, 미셸 스미스 과장, 김지나 대리, 왕샤오밍 대리, 이만세 사원

장소

4층 회의실

.신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 조사
주요 내용 1
2. 중국 출장

회의 내용

1.신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 조사
· 조사일정: 9월 7일~18일(미셸 스미스 과장, 김지나 대리, 이만세 사원)
· 보고서작성: 이만세 사원
· 보고회: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예정(보고: 김지나 대리)
※ 김지나 대리가 아프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할 경우 미셸 스미스
과장이 보고한다.
2. 중국 출장
· 출장자: 박민성 부장, 왕샤오밍 대리
· 출장지: 중국 상하이
· 출장 기간: 9월 1일(화)~3일(목)
· 출장 목적: 신제품 홍보

반응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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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business traveler

출장지 business trip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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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이 글은 어떤 글이에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text?

① 회의 내용을 정리한 글
②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글
③ 시장 조사 결과를 정리한 글
④ 중국 출장 계획을 보고하는 글

2 회의 후에 일어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세요.

Arrange the pictures in chronological order starting at the end of the meeting.

1)

2)

3)

3 읽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text.

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5명이다.
② 이 글은 이만세 사원이 작성했다.
③ 9월 25일에 발표하는 사람은 이만세 사원이다.
④ 박민성 부장과 왕샤오밍 대리는 중국 출장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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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회의 안내하는 글 쓰기
김민국 대리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날짜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왕샤오밍 대리

네, 알겠습니다.
회의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김민국 대리

회의 때 필요한 내용을 각자 조사해 오시면 됩니다.
김민국 대리

그리고 부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합니다.
회의 때 카메라를 켜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럼,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개발 to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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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Part 2

<보기>와 같이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알리다

부장님께서 해외 상황을 말씀해 주시다

보내 드린 회의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나서 회의에 참석하다
마이크를 켜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다
김민국 대리
보기
              회의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날짜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왕샤오밍 대리

네, 알겠습니다. 
회의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김민국 대리

                                                                                              됩니다.
김민국 대리

그리고 부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합니다.
회의 때                                                                                             .
그럼,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과제

1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안내하는 글을 써 본 적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안내였어요?

2

어떤 내용을 썼어요?

3

안내하는 글을 써 보세요.

	Have you ever written anything meant to be instructional for someone else before?
What were your instructions about?

What did you write in your instructions?

Write a short instructional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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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듣고 이야기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and practice speaking.

가: 회사 일은 좀 어때? 동료나 선배들이 잘 해줘?
나: 응. 재미있어. 내가 아직 일을 잘 몰라서 선배들이 쉬운 일만 하게 하셔.
보고서를 쓴다거나 회의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아직 선배들이 직접
하시고.
가: 너도 곧 회사 일에 대해 잘 알게 되겠지. 동료 중에 친한 사람도 생겼어?
나: 예전에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에 있던 친구도 우리 회사에 다니던데. 대학
때 친구를 회사에서 만나니까 진짜 반갑더라고.
가: 그 친구도 이번에 같이 들어간 신입 사원이야?
나: 아니. 그 친구는 작년에 회사에 들어왔던데. 나보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어. 회사에 대한 일은 잘 알고 있으니 어렵다거나
힘든 일 있으면 자기가 도와준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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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듣기 음원

과제Ⅰ 듣고 따라 해 보세요.

Listening Link

Listen and repeat after the conversation.

과제Ⅱ 아래에 제시된 문법과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말해 보세요.

Use the grammar and expressions below to speak about the given topics.

1 여러분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 일은 뭐예요?
Have you ever started a new job? What kind of job was it?

2 그 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했어요?
What did you do at your job?

3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What kind of people did you meet at that job? What were they like?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던

-는다거나

-게 하다

보고

에 대하여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선배 / 후배 / 동기 / 동료
조언하다 / 충고하다
말을 놓다 / 반말을 하다
예절을 지키다
조사하다 / 참고하다 / 작성하다 / 보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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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지문 script

1과 ·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p32

듣기 대본
가: 이번 신입 회원 환영회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나: 회원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 모두가 함께 모이려면 장소가 커야 돼요.
나: 그럼, 동아리방이 좋겠네요.
가: 각자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동아리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나: 그럼, 공지는 제가 할게요.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지요?
가: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계획을 세워
볼게요.

가: 샤오위. 민국 씨랑 결혼 계획 있어?
나: 아직은 없어. 몇 년 뒤에 할 생각이야.
가: 왜?
나: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몇 년 뒤에
졸업을 해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뿐만 아니라
민국 씨도 몇 년 뒤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해. 취직을
먼저 해야 해서.
가: 그렇구나. 둘 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
나: 고마워.

4과 ·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p102
듣기 대본

2과 · 어
 제 친구를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p56
듣기 대본
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만났어요? 첫인상은
어땠어요?
나: 우리는 소개팅에서 만났어. 너희 아빠가 재미는
없어도 인상이 참 좋았어. 그래서 내가 먼저 반했지.
가: 네?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반했어요? 왜요?
나: 너희 아빠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재미는 없었지만 엄마는 그 모습이 참
귀여웠어.
가: 그럼 결혼 이야기는 누가 먼저 했어요?
나: 엄마가 먼저 했지. 내가 먼저 반했잖아. 물론 아빠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고.

3과 · 열
 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p78
듣기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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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훈아! 요새 출근 시간이 좀 빨라진 것 같다.
아침마다 어디 다녀?
나: 응. 지난주부터 새벽에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
가: 그래? 너 컴퓨터 잘하잖아. 근데 학원에 다녀?
나: 회사에서 일하려면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 할 거
같아서.
가: 아, 그래? 너 정말 부지런하다. 안 힘들어?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게 좀 힘들지만 오랜만에 뭘
배우니까 기분이 좋아.

5과 · 우리 팀이 이겨서 정말 신나더라 p130
듣기 대본
가: 어제 뭐 했어?
나: 나? 어제 친구랑 야구 경기 보러 경기장에 갔어.
가: 와, 정말? 재미있었겠다.
나: 응. 오랜만에 갔는데 우리 팀이 이겨서 정말
신나더라.
가: 나도 야구 좋아하는데…….
나: 아! 너도 야구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 다음
경기에 같이 가자.
가: 그래. 그럼 경기 일정을 함께 찾아볼까?

6과 · 오
 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p152

듣기 대본
가: 지연 씨, 토요일에 같이 영화 볼래요?
나: 미안해요. 토요일은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가: 아, 그래요? 약속이 있나 봐요.
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주말에는 가구를 만들고
있어서요.
가: 정말요? 그런 걸 어디에서 배웠어요?
나: 작년에 문화 센터에서 배웠어요.
가: 와! 가구 만드는 것은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나: 많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게 배웠어요.
가: 보통 어떤 가구를 만들어요?
나: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어요. 침대나 옷장처럼
큰 가구가 아니면 대부분 만들 수 있어요.
가: 그래요?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가구
제작을 한번 해 보고 싶네요.

7과 · 여
 행을 가는 대신에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네요
p180

8과 · 궁
 금한 것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p202
듣기 대본
가: 미카 씨, 뭐 보고 있어요?
나: ‘유쾌한 민우 씨’의 동영상요. 유명한 블로그 중
     하나잖아요.
가: 아, 저도 이 사람 알아요.
나: 어쩌면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자신의 일상생활을 찍어서 올린 거 잖아요.
가: 바로 그 점이 다른 동영상과 다른 점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런 일상생활을 보여 주는 동영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활을 구경하면서 결국 자신의
하루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도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거죠.
나: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져요. 제 일상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 그럼 우리도 오늘부터 우리의 일상을 찍어서 올려
볼까요?
나: 좋아요. 블로그에 영상을 올리려면 좋은 카메라부터
사야겠어요.
가: 비쌀 텐데 괜찮겠어요? 우선 휴대 전화 카메라로
찍고 다음에 사요.

듣기 대본
가: 여보세요.
나: 사비나, 뭐 하고 있었어?
가: 어, 후안. 지금 방 정리하고 있어.
나: 방 정리?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방 정리를 하고
있어?
가: 요새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아. 그런데 나는
이럴 때 정리를 하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나: 그래도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해.
쉬어야지 내일 또 일하러 가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거야.
가: 이것만 하고. 요새 일하느라 청소를 못했어.
나: 적당히 했으면 너도 나처럼 이제 그만 누워서 쉬어.
그리고 내일 퇴근하고 나랑 영화나 보러 가자.

9과 · 제 친구는 성격이 활발해요

p228

듣기 대본
가: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야?
나: 이거? 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이야.
가: 어느 쪽이 너야?
나: 왼쪽.
가: 고등학생 때는 안경을 썼어?
나: 응. 지금은 렌즈를 끼지만 그때는 안경을 썼었어.
가: 그렇구나.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너랑 아주
비슷해 보이네.
나: 얘는 내 사촌이거든. 고등학생 때 같은 학교에
다녔어.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505

듣기 지문 script

10과 · 공
 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p248
듣기 대본
가: 쯔엉 씨는 한국 사람같이 한국어를 잘하네요.
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가: 쯔엉 씨는 못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면 컴퓨터, 한국어면 한국어. 정말 대단해요.
나: 한국어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가: 제가 아는 거면 다 가르쳐 줄게요.

11과 · 채소를 사려거든 시장에 가세요 p274
듣기 대본
가: 샤오위, 지금 뭐 해?
나: 내일 마트에 가서 사야 할 것을 적고 있어.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했거든. 이거 한번
봐 줄래?
가: 그래. 음... 과일은 시장이 더 싼데 시장에 가서 사는
게 어때?
나: 그럴까? 그럼 해물도 시장에서 살까? 마트에는
종류가 별로 없을까 봐 걱정이야.
가: 해물을 사려거든 수산 시장에 가 봐. 생선이고
조개고 다 있어. 그리고 해물이 싱싱해.
나: 그래? 그럼 내일 마트에서 음료수와 과자를 산
후에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마지막에 수산 시장에
가서 새우하고 오징어를 사야겠다.
가: 내가 내일 같이 갈까?
나: 정말? 좋아. 그럼 내일 10시에 마트 앞에서 만나.

12과 · 오
 늘은 제가 점심을 살 테니 새로
생긴 한식당에 가요
p296

가: 쯔엉 씨, 다음 주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나: 네. 다음 주에 고향 친구가 서울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가: 친구랑 뭐 할 거예요?
나: 제 친구가 이번에 처음 한국에 와요. 그래서
친구가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맛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가: 좋은 계획이네요. 그럼 식당은 결정했어요?
나: 아니요. 아직 찾고 있어요. 제가 맛집을 잘
몰라서요.
가: 그럼 제가 인사동에 있는 한식당 몇 곳을 추천해 줄
테니 친구하고 가 보세요.
나: 안 그래도 친구가 인사동에 가고 싶어 했는데.
나타샤 씨, 정말 고마워요.

13과 · 고
 기를 양념에 넣고 다시 30분
기다립니다
p318
듣기 대본
가: 내일 나타샤 씨 생일인데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 저는 미역국을 끓여 주려고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거든요.
가: 저는 미역국을 아직 안 먹어 봤어요. 영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만 봤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나: 먼저 미역은 물에 넣어서 30분 동안 불리고
소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다음에 소고기와 미역을 넣고 볶아요.
소고기와 미역이 익으면 물을 넣고 나서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요.
가: 파는 안 넣어요? 보통 한국 음식에는 마늘만큼
파도 많이 넣잖아요.
나: 파는 단맛이 강해서 미역국에 어울리지 않아요.
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런데 미역국에 꼭
소고기를 넣어야 해요?
나: 아니요. 해물을 좋아하면 조개를 넣어도 돼요.

듣기 대본

14과 · 휴
 가철이 다 되어 가는데 휴가 계획은
세웠어요?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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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대본
가: 휴가철이 다 되어 가네요. 지수 씨, 올해 여름휴가는
어디로 갈까요?
나: 이번에는 2박 3일 정도 제주도 여행을 갈까요?
가: 여행 성수기에는 비행기 표와 호텔 모두 비싸서
제주도에 가면 여행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성수기만 아니면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나: 그럼 사비나 씨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가: 음, 인천은 어때요? 서울에서 가깝고 바다도 볼 수
있잖아요.
당
 일에 돌아올 수 있으니 호텔도 예약할 필요가
없고요.
나: 좋아요. 그런데 후안 씨도 인천에 간다고 휴가
계획을 짜던데.
가: 그래요? 그럼 후안 씨도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요?
나: 네. 지금 연락해 볼게요.

16과 · 여
 행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방에 이름표를 달았어요
p398
듣기 대본
가: 지훈아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지? 짐은 다 쌌어?
나: 응. 옷이랑 충전기, 약은 넣었고 이제 여권이랑
비상금만 챙기면 돼.
가: 배낭 하나 메고 가는 거야? 한 달 동안 여행 가는데
가방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나: 여행 갔다 온 친구가 세면도구 같은 건 거기에서
사도 괜찮다고 해 가지고 사서 쓰게.
가: 컵라면이나 고추장 같은 한국 음식은 안 챙겨?
다른 나라에서는 좀 비싸던데.
나: 먹고 싶으면 그냥 거기에서 사서 먹지 뭐.
가: 그래. 배낭이 더 무거워지는 것보다 그게 좋겠네.
참, 내 친구는 공항에서 가방을 쉽게 찾으려고 큰
이름표를 달더라.
나: 그래? 그럼 나는 태극기 스티커를 사다가 배낭에
붙여야겠다.

15과 · 여
 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숙소를
찾는 중이에요
p372
듣기 대본
가: 사비나 씨, 뭐 하고 있어요?
나: 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호텔을 찾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행 경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가: 그럼 이번 여행은 호텔 대신 여관이나 민박집에
묵으면 어때요? 호텔보다 저렴하잖아요.
나: 여관은 예전에 묵어 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민박집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곳이에요?
가: 민박집이란 돈을 내고 숙박할 수 있는 일반
가정집이에요.
나: 아, 저번에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어느 집 앞에
‘민박집’이라고 쓴 표지판이 있는 걸 봤어요.
가: 저는 민박집을 자주 이용해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실제 생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번 여행에서는 사비나 씨도
민박집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나: 민국 씨, 고마워요. 인터넷에서 청결한 민박집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17과 · 흰색 셔츠가 청바지와 잘어울려요

p422
듣기 대본
가: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것 있으세요?
나: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원피스를 사려고 하는데요.
가: 이 꽃무늬 원피스는 어때요? 소매도 예뻐요.
나: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단정하면 좋겠어요.
가: 그럼 이 물방울무늬 원피스는 어때요? 한번 입어
보세요.
나: 그럴까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잠시 후)
가: 와, 길이가 딱 맞네요. 허리에 있는 끈도 묶어
보세요. 더 예쁠 거예요.
나: 예쁘네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가: 비싸기는요. 세일 기간이라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나: 그럼 이걸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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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지문 script

18과 · 중
 고 소파를 사려다가 새 제품을
샀어요
p446
듣기 대본
가: 이사한 집은 어때요?
나: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집이 넓어져서
식탁하고 소파를 새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가: 저도 책장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에 갈래요?
나: 저는 이사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중고를
알아보려고요.
가: 그렇군요. 그런데 중고 매장에서 물건을 사려다가
돈을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백화점에서
할인하는 것을 사는 게 나아요.
나: 왜요?
가: 사실 저도 전에는 돈을 아끼려고 중고 매장에
갔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싸니까 필요 없는 것들도
막 사게 되더라고요.
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어차피 더 못 사요. 그러니까 그냥 중고 매장에
갈래요.

19과 · 한국 예절에 대하여 조언해 주세요



p470

듣기 대본
가: 선배, 저 다음 달에 졸업해요. 그동안 대학 생활에
대해서 조언해 줘서 고마웠어요.
나: 벌써? 네가 신입생 때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하는구나.
가: 그때는 제가 한국 예절을 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었죠?
나: 신입생 환영회 때 생각난다. 네가 교수님을 ‘김준호
씨’라고 부른 탓에 다들 얼마나 놀랐었는데.
가: 그때는 이름 뒤에 ‘씨’를 붙이면 높임말인 줄
알았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해서 혼난 적도 있어요.
나: 지켜야 할 예절이 달라서 힘들었겠다. 이제는
한국의 예절에 익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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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럼요. 이제는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리고 어른보다 밥을 먼저 먹지도
않아요.

20과 ·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p492
듣기 대본
가: 대한 씨,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나: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회의실만 예약하면 됩니다.
가: 알겠어요. 그리고 회의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내용을 좀 고쳐야 할 거 같아요.
나: 네. 검토 의견을 메일로 보내 주시면 참고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가: 점심시간 후에 보내 줄게요.
나: 네, 과장님. 바쁘신데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그리고 내일 회의 때 신입 사원 중 한 명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 게 어때요?
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박지민 사원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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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p18

어휘

1 1) 동호회  2) 동창회  3) 환영회  4) 회장
2  1) 가입했어요  2) 모집하면  3) 공지했어요  4) 모였으면
문법 (-으려면)
연습Ⅰ  
1 환불하려면  
2 담으려면  
3 늦지 않으려면
연습Ⅱ
1 받으려면  
2 가입하려면
3 만들려면
문법 (-으면 되다 / 안 되다)
연습Ⅰ

1 읽으면 돼요
2 쓰면 돼요
3 비벼 먹으면 돼요
연습Ⅱ  

1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2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3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듣기

1  ②, ③
2  ③
3  ②
말하기
연습
가: 쯔엉 씨, 주말에 주로 뭐 해요?
나: 저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가: 그래요?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나: 네. 좋아하지만 잘 찍지는 못해요. 왜요?
가: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멋있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와 볼래요?
나: 와, 재미있겠네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찍으러 다녀 본
적이 없어요. 모임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510

가: 사진기가 필요해요. 사진기를 가지고 공지된 장소로
오면 돼요.
과제 예시

1 저는 주말마다 책을 읽는 모임에 나가요.
2 그 모임에 참가하려면 모임의 회원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3 모임에서 정한 책을 준비해야 해요.
읽기

1③
2④
3 ②-③-①
부가 문법(으로부터)
연습Ⅰ

1 회사로부터  
2 고향으로부터  
3 기숙사로부터
연습Ⅱ

1 리사 씨로부터  
2 회장으로부터  
3 선생님으로부터
쓰기
연습Ⅰ
등산 동아리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회장 이만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모임 장소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6번 출구 앞입니다.
직접 등산 장소로 오시려면 9시까지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
와서 연락해 주세요.
회비는 15,000원입니다. 그날 저에게 직접 주시면 됩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과제 예시

1 제가 활동하는 모임의 이름은 ‘그림 동호회’예요.
2 우리는 주말에 모여서 함께 그림을 그려요.
3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소에서 모여요. 밖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실내에서 그리기도 해요.

4 모임에 참여하려면 회장의 메일에 답장을 하면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가져와야 해요.

2과 · 어
 제 친구를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p42
어휘

1  1) 떠오르지  2) 반해서  3) 소중한  4) 인상을
2  1) 만남  2) 연인  3) 결혼  4) 소개팅
문법 (-어도)
연습Ⅰ  1 피곤해도 2 와도  3 먹어도
연습Ⅱ
1 선풍기를 틀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2 아무리 비싸도 그 카메라를 꼭 사고 싶어요
3 빨리 뛰어가도 기차를 탈 수 없어요
문법 (-잖아(요))
연습Ⅰ  
1 닫잖아  
2 싸잖아  
3 공휴일이잖아요
연습Ⅱ  
1 좋잖아요
2 배탈이 나잖아  
3 살았잖아요
문법 (-고 싶어 하다)
연습Ⅰ

1 살고 싶어 해요
2 보고 싶어 해서
3 갖고 싶어 해서
연습Ⅱ

1 떠나고 싶어 해요
2 일하고 싶어 해요
3 놀고 싶어 해요
듣기

1  ③
2  ④
3  ④
말하기
연습
가: 가: 이건 뭐예요? 오래된 노트북이네요.
나: 네. 이건 제가 대학 입학 선물로 받은 노트북이에요.

가: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왜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지금 쓸 수도 없잖아요.
나: 네. 하지만 대학교 때 추억이 담긴 물건이어서 가지고
있어요. 볼 때마다 대학교 때 여러 일들이 떠올라요.
가: 맞아요. 그렇게 소중한 것은 쓸 수 없어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 같아요.
과제 예시

1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오래된 일기장이 가장
추억에 담긴 물건이에요.
2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추억이 담겨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쓸 수 없어요.
3 그 일기장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같이 논 친구들이
생각나요.
읽기

1①
2  ④
3  ②
쓰기
연습
저는 지난 여름에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저녁 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를
보고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진을 찍었을 때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사진을 찍고 싶어 해서 우리는 다음 주말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주말이 기대됩니다.
과제 예시
1 저는 지난 1월 1일에 해 뜨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일을 잊을
수 없어요.
2 올해 1월 1일에 친구들과 산에 가서 해 뜨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추웠지만 친구들과 기다리니까 재미있었어요.
3 그때 해 뜨는 장면이 정말 멋있었어요.
4 친구들도 좋아해서 내년에 다시 보러 가기로 했어요.
과제
과제Ⅰ
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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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POP을 좋아하고 춤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가입할

부가 문법(뿐)

수 있어요.
과제Ⅱ
예시
1  사람들과 영화를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동호회를 만들고
싶어요.
2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어요.
3  동호회 게시판에 자기소개를 하면 돼요.
4  동아리 가입 신청서는 필요 없어요.

연습Ⅰ
1 부모님뿐이에요
2 영어뿐이라서
3 하나뿐인
연습Ⅱ
1 야구뿐만 아니라
2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3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3과 · 열
 심히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p66
어휘

1  1) 세우다  2) 취직하다  3) 바라다  4) 미루다
2  1) ④  2) ②  3) ①
문법 (-으나)
연습Ⅰ  
1 어려우나  
2 회사원이나  
3 읽었으나  
4 오겠으나
연습Ⅱ
1 동생은 축구는 잘하나 농구는 못합니다
2 열심히 공부했으나 시험을 못 봤습니다
3 영화가 매우 슬펐으나 울지 않았습니다
문법 (-어야)
연습Ⅰ  
1 밀어야
2 가져와야  
3 예매해야
연습Ⅱ
1 여권이 있어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요
2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3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약을 살 수 있어요
듣기

1①
2③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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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연습
가: 올해 새해 계획을 세웠어요?
나: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우선 피아노를 배우려고 해요.
가: 취미 생활이 있어야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계획이네요.
나: 그렇지요? 쯔엉 씨는 어때요? 생각해 봤어요?
가: 저는 올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려고 해요.
나: 우와. 쯔엉 씨 계획도 멋지네요. 올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과제 예시
1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2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학교 숙제도 하기가
힘들어요.
3 수영을 못해서 수영도 배우고 싶어요. 수영을 배운 후에
친구하고 바다에 가서 놀고 싶어요.
읽기

1②
2②
3④
쓰기
연습

1 케이크 만드는 법 배우기
저는 친구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이
꿈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맛있게 만들어서 줄
수 있습니다.
2 걸어서 전국 여행하기
저는 걷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걸어서 전국을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조금씩 준비하면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책 쓰기
저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과제 예시
1 저는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2 기타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제 꿈이에요.
3 올해에는 학원에 가서 배우려고 해요.

4과 ·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p88
어휘

1 1) 특기가  2) 동영상을  3) 결심을  4) 실력을
2  1) 부러워해요  2) 익혔어요  3) 부지런해요  4) 익숙해요
문법 (-는다)
연습Ⅰ
찾는다 / 찾았다 / 찾을 것이다
공부한다 / 공부했다 / 공부할 것이다
만든다 / 만들었다 / 만들 것이다
보지 않는다 / 보지 않았다 / 볼 것이다
작다/ 작았다 / 작을 것이다
예쁘다 / 예뻤다 / 예쁠 것이다
선생님이다 / 선생님이었다 / 선생님일 것이다
의사이다 / 의사였다 / 의사일 것이다
회사원이 아니다 / 회사원이 아니었다 / 회사원이 아닐
것이다
연습Ⅱ
1 맵다
2 찍는다
3 청소했다
4 예뻤다
5 혼난다
6 갔다
문법 (-어지다)
연습Ⅰ  

1 흐려졌어요  
2 좋아져요  
3 친해졌어요
연습Ⅱ

1 작아졌어요  
2 어두워졌어요  

3 시원해졌어요
듣기

1②
2④
3②
말하기
연습
저는 요즘 음악과 관련된 자기 계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자주 듣고 노래방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가수처럼 잘 부르고 싶어져서 지난달부터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래 부르는 것만 배우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피아노도 배울 것입니다.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되면 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수들처럼 내 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과제 예시
1 저는 한국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 말하기를 배우고
싶어요.
2 한국어 말하기는 학원에서 배울 수 있어요. 말하기를 배운
후에 한국 사람이 있는 모임에 나갈 거예요.
3 그 이후에는 한국에 한번 가 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처럼 생활해 볼 거예요.
읽기

1④
2④
3 O, X, X
쓰기
연습
지난달부터 체육관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조금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물에 뜨는 방법부터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난 지금, 예전보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체육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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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예시
1 저는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2 처음에는 악보를 보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 재미있어졌어요.
3 선생님은 악보를 보는 것부터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4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들에게 이 학원을 추천하고 싶어요.

4 연락해라
5 흥미롭구나
6 확인했니
7 먹어라

과제

1 깨끗하지 않더라
2 살펴보더라
3 닫았더라

문법 (-더라, 더군(요))
연습Ⅰ   

과제Ⅰ
1 이 사람은 글이나 동영상을 통해 물건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2 전자 제품의 종류를 잘 알아야 하고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도 익혀야 해요.
과제Ⅱ
예시
1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2 제가 좋아하는 춤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3 춤을 많이 연습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연습Ⅱ

1 낯설더군요
2 재미있더군요
3 컸더군요
듣기

1②
2②
3①
말하기

5과 · 우리 팀이 이겨서 정말 신나더라 p112
어휘

1  1) 졸았어요  2) 감상을  3) 신나요  4) 장면을
2  1) 분위기  2) 신나다  3) 관찰하다  4) 유물
문법 (-니?, -어라, -자, -는구나) 
연습Ⅰ  
찾니? / 찾아라 / 찾자 / 찾는구나
읽니? / 읽어라 / 읽자 / 읽는구나
자니? / 자라 / 자자 / 자는구나
공부하니? / 공부해라 / 공부하자 / 공부하는구나
보지 않니? / 보지마라 / 보지말자 / 보지 않는구나
작니? / 작구나
예쁘니? / 예쁘구나
싸지 않니? /싸지 않구나
선생님이니? / 선생님이구나
회사원이 아니니? / 회사원이 아니구나
연습Ⅱ
1 있니?
2 치우자
3 만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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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가: 지난 주말에 김수지가 나오는 드라마가 시작한 거 알아?   
벌써 모든 신문에서 화제가 됐더라.
나: 그래? 몰랐어. 너는 그 드라마를 봤니?
가: 응, 봤지. 내용도 재미있고 같이 나오는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더라.
나: 그렇구나.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가: 너도 보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과제 예시

1 지난주에 새로 나온 영화를 소개하고 싶어요.
2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 1위를 했어요.
3 배우들이 멋있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기

1④
2④
3 X, O, O
부가 문법(-다가)
연습Ⅰ  

1 요리하다가  
2 놀다가  
3 가다가

문법 (-으니)
연습Ⅰ
1 바쁘니  
2 있으니  
3 상하니
연습Ⅱ
1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2 바람이 많이 부니 창문을 닫으세요
3 머리를 짧게 자르니 잘 어울려요

연습Ⅱ

1 졸다가
2 청소하다가  
3 쓰다가
쓰기
연습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는 첫사랑 이야기.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첫사랑의 추억이 떠오를 것이다.
별점 ★★★★☆
중학교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2시간 기분 좋게 보냈다.
별점 ★★★☆☆
영화가 지루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졸리더군요.
별 점 두 개밖에 못 주겠어요.
별점 ★★☆☆☆
과제 예시

1 저는 한국 영화 ‘클래식’을 봤어요.
2 엄마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끝이 나서 좋았어요.

3 별점은 4개 주고 싶어요. 영화를 보는 동안 재미있었고

듣기

1③
2 ②, ③
3 X, O, X
말하기
가: 책 읽는 모임에 나가는 거 재미있나 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가네.
나: 응, 정말 재미있어. 관심 있으면 너도 같이 나가자.
가: 나도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나: 그럼, 잘됐네. 너도 같이 가자. 모임에 나가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다양한 책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좋아.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어.
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 볼까?

한국의 옛날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6과 · 오
 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p140

어휘

1  1) 여가시간  2) 게임을  3) 스스로  4) 탁구를
2  1) 촬영하다  2) 제작하다  3) 시청하다  4) 체험하다
문법 (-나 보다, -는가 보다)
연습Ⅰ  
1 좋아하나 봐요
2 재미있나 봐요
3 어려웠나 봐요
4 잊어버렸나 봐요
연습Ⅱ
1 좋은가 봐요
2 바쁜가 봐요
3 추운가 봐요

과제 예시
1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2 사진을 찍으러 이곳저곳 다니니까 다양한 아름다운
장소에 갈 수 있어요.
3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읽기

1②
2④
3 O, O, X
부가 문법(-은 결과)
연습Ⅰ  
1 만든 결과  
2 읽은 결과  
3 운동한 결과
연습Ⅱ
1 쌓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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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들은 결과
3 조사한 결과

어휘

1  1) 구경거리  2) 여유가  3) 수면은  4) 불안
2  1) ③  2) ①  3) ①  4) ④

쓰기
연습
가영 씨, 오랜만이에요.
메일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오랫동안 안부를 주고받지
않았더군요.
잘 지내죠?
저는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가까운 곳에 요가 학원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어요.
요가를 하면 조금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만 하다가 몸을 움직이니 그런가
봐요.
가영 씨는 요즘 재미있어하는 일 없어요?
있으면 알려 주세요.
과제 예시

1 저는 요즘 커피와 커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2 전부터 해 보고 싶었는데 집 앞 커피숍에서 커피 수업을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3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문법 (-느라고)
연습Ⅰ  
1 듣느라고
2 나오느라고
3 조느라고
연습Ⅱ
1 책을 빌리느라고 도서관에 갔어요
2 등록금을 버느라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3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 자료를 찾고 있어요
문법 (-자마자)
연습Ⅰ

1 눕자마자  
2 끝나자마자  
3 내리자마자
연습Ⅱ  

1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어요
2 미카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3 교실 의자에 앉자마자 옆 자리 친구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만들 때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문법 (-는 대신에)
과제
과제Ⅰ

1 뮤지컬 ‘세종’을 보고 왔어요.
2 이한빈 씨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났어요.
과제Ⅱ
예시
1 최근에 영화 ‘사랑’을 봤어요.
2 주인공으로 배우 이수지 씨가 나왔어요. 이수지 씨는 매우
재미있고 연기를 잘해요.
3 서로를 오해한 가족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라서 기억에 남아요.
4 이 영화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 영화는 내용도
재미있고 가족의 사랑도 느낄 수 있어요.

연습Ⅰ
1 비싼 대신에
2 읽는 대신에
3 관광지 대신에
연습Ⅱ
1 운동하는 대신에
2 사러 가는 대신에
3 현금 대신에
듣기

1④
2③
3②
부가 문법(-어야지)

7과 · 여
 행을 가는 대신에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네요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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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Ⅰ
1 사용해야지  
2 있어야지  

3 타야지
연습Ⅱ

1 재미있는 영화를 봐야지
2 따뜻한 물로 목욕해야지
3 노래를 불러야지
말하기
가: 이번 연휴 계획 세웠어요?
나: 아니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어요. 요새 공부하느라고
여유가 없었어요. 연휴가 다음 주인데 생각도 못 해
봤어요.
가: 그러면 어딘가 가는 대신에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게 힘들 때에는 집에서 푹 쉬는 게 제일 좋아요.
나: 그렇죠?
가: 네. 집에서 푹 쉬면서 그동안 바빠서 못 읽은 책을 읽어
보면 어때요? 요새 새로 나온 책이 많아요.
나: 오, 그거 좋겠네요.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과제 예시

1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조언해 주고 싶어요.
2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휴대 전화도 끄고 푹 자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3 잠을 푹 자면 피곤한 것이 사라지니까 추천하고 싶어요.
읽기

1①
2④
3①
쓰기
연습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평일에 공부 때문에 몹시 바쁩니다. 수업이 끝나도
공부를 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어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꼭 해야 합니다. 휴일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이 많습니다.
과제 예시

1 피부가 안 좋아서 고민이에요.
2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요. 화장을
해도 피부가 안 좋은 것이 보이니까 고민이에요.

3 저는 피부가 안 좋아서 고민입니다. 화장을 하지만 피부가
안 좋은 것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더
두껍게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피부가 안 좋아서 우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과 · 궁
 금한 것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p190
어휘

1  1) 댓글  2) 고장  3) 첨부파일  4) 피시방
2  1) 삭제했다  2) 알려 주었다  3) 올릴게요  4) 다운로드했다
문법 (-어야겠-)
연습Ⅰ
1 가야겠어요
2 쉬어야겠어요
3 답장해야겠어요
연습Ⅱ
1 커야겠어요
2 올려놓아야겠어요
3 저장해야겠어요
문법 (-을 텐데)
연습Ⅰ  

1 매울 텐데
2 막힐 텐데
3 새벽일 텐데
연습Ⅱ

1 주말이라 표를 구하기 힘들 텐데 공연은 다음에 봐요
2 지훈 씨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릴 텐데 늦으면 전화를 해
주세요
3 사비나가 지금 아르바이트 중일 텐데 나중에 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듣기

1②
2④
3 O, X, O
부가 문법(요)
연습Ⅰ

1 도서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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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요  
3 어디요
연습Ⅱ

1 원피스요  
2 학교에서요  
3 그리고요
말하기
연습
가: 사비나 씨, 뭐 했어요?
나: 친구들 에스엔에스(SNS)를 봤어요.
가: 에스엔에스는 자주 해요?
나: 하루에 서너 번 정도요.
가: 외국에 있으면 친구들 소식이 궁금할 텐데 에스엔에스를
하면 친구들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나: 맞아요. 인터넷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의
일상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가: 그렇겠네요. 저는 친구들이 가까이 사는데도 오랫동안
친구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네요. 얼른 친구들
에스엔에스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나: 그럼 가영 씨도 친구들 에스엔에스를 찾아보고 친구들
글에 댓글도 써 보세요. 친구들이 반가워할 거예요.
과제 예시

1 저는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자주 봐요.
2 제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어서
자주 봐요.

3 다양하고 재미있는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음식도 맛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기능이 없어서 요리 방법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실패했을 때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요리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없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예시
1 쇼핑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적이 있어요.
2 애플리케이션으로 쇼핑을 하는 것이 편리해서
선택했어요.
3 다양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서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댓글로만 질문할 수 있어서 질문한 후에 대답을
들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쉬웠어요.
과제
과제Ⅰ
1 인터넷 쇼핑몰을 소개하고 있어요.
2 옷, 가방, 화장품, 손목시계, 컵 등 다양한 물건을 팔고
가입하자마자 할인 쿠폰을 주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과제Ⅱ
예시
1 인터넷 쇼핑몰 ‘세종쇼핑’을 이용해요.
2 다른 인터넷 쇼핑몰보다 할인을 자주 하고 배송비가
무료예요.
3 할인을 자주 하니까 같은 물건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읽기

1 ③, ④
2③
3④

어휘

쓰기

1 1) 농담  2) 활발하게  3) 내성적인  4) 적극적으로
2  1) 쓰다 2) 끼다 3) 차다  4) 들다

연습
요리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소개하는 요리
종류가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운 음식이어도 음식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필요한 재료의 양도 정확하게 알려 줘서 처음 만드는

연습Ⅰ  
1 공부했었습니다
2 갔었어요
3 길었었어요
연습Ⅱ
1 내성적이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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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 · 제 친구는 성격이 활발해요

문법 (-있었-)

p214

2 읽었었어요
3 조용했었어요

1③
2③
3 ②→①→③

문법 (-어 보이다)
연습Ⅰ
1 똑똑해 보여요  
2 좋아 보여요  
3 어려 보여요
연습Ⅱ
1 좁아 보여요  
2 커 보여요  
3 단정해 보여요

쓰기
연습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이진호이다.
우리는 중학생 때 처음 만났다.
진호의 첫인상은 매우 밝아 보였었다.
실제로도 유머가 있고 활발한 성격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아서 인기가 많다.
나도 진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다.
진호는 나에게 정말 둘도 없는 좋은 친구이다.

문법 (-거든)
연습Ⅰ

과제 예시

1 사교적이거든요  
2 아프거든요  
3 오셨거든요

1 가장 친한 친구는 크리스이다.
2 우리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다.
3 크리스의 첫 인상은 따뜻해 보였었다.
4실
 제로 웃음이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연습Ⅱ

1 막히거든요  
2 일했거든요  
3 회의 중이거든요

성격이다.

10과 · 공
 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p236

듣기

1②
2③
3①
말하기
연습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저는 성격이 매우 조용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과제 예시
1 저는 성격이 밝습니다.
2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여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3 대학생 때는 여행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읽기

어휘

1  
1)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
2)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
3) 주변에 있는 것들이 조금만 변해도 잘 안다.
4) 아주 옛날 일도 잘 기억한다.

2
1) 책임감
2) 존경
3) 서투르지만
4) 대단한
문법 (-는 편이다)
연습Ⅰ  
1 적은 편이에요
2 자주 보는 편이에요
3 못하는 편이에요
연습Ⅱ
1 마시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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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Answers

2 싼 편이에요
3 잘하는 편이에요
문법 (같이)
연습Ⅰ
1 한겨울같이
2 가족같이
3 과자 집같이
연습Ⅱ
1 별같이
2 꽃같이
3 눈같이
듣기

1 ②, ④
2④
3④
부가 문법(이면)
연습Ⅰ
1 면, 이면
2 이면, 이면
3 이면, 이면
연습Ⅱ
1 화면이면 화면, 소리면 소리
2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3 가사면 가사, 멜로디면 멜로디
말하기
연습
가: 후안 씨는 정말 가수같이 노래를 잘 부르네요.
나: 맞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하네요.
가: 그렇죠? 후안 씨는 한국어도 잘해요. 한국어면 한국어,
노래면 노래.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 저는 노래를 못하는 편이라 후안 씨가 정말 부러워요.
가: 우리 부러워하지만 말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할까요?
과제 예시
1 제 친구는 요리를 잘해요.
2 친구는 요리사처럼 요리를 잘해서 친구와 비교하면 제가
만 든 요리는 맛이 없고 안 좋아요.
3 음식을 자주 만들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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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1 ②→①→③
2③
3③
쓰기
연습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역사를 재미있게 가르치셨고 학생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능력이면 능력, 학생 상담이면 상담
모든 일에 뛰어나셔서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과제 예시
1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에요.
2 부모님께서는 회사원이라서 많이 바쁘신데 육아면 육아,
일이면 일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3 우리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으세요.
과제
과제Ⅱ
예시
1 며칠 전에 ‘사랑의 불시착’을 봤어요. 요즘 인기가
많거든요.
2 이 드라마에는 ‘현빈’ 씨가 나와요.
3 현빈 씨는 연기를 잘해요. 특히 이번 드라마에서는 액션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11과 · 채소를 사려거든 시장에 가세요 p260
어휘

1  1) 레몬  2) 오이  3) 무  4) 당근  5) 수박  6) 버섯  7) 감자
2 1) 레몬, 복숭아  2) 파, 양파, 호박  3) 새우, 조개, 오징어
문법 (-기 위해)
연습Ⅰ  
1 만들기 위해
2 이해하기 위해
3 받기 위해
연습Ⅱ

1 복숭아를 사기 위해
2 노래 대회에 나가기 위해
3 여권을 만들기 위해

읽기

1③
2①
3④

문법 (-거든2)
연습Ⅰ
1 작거든
2 도착하거든
3 받거든
연습Ⅱ
1 크게 바쁘지 않거든 청소 좀 도와줘요
2 잘 모르겠거든 지연 씨에게 연락해 봐
3 한국 음식이 먹고 싶거든 세종식당에 가 보세요

쓰기
연습
한국인이 좋아하는 양념 채소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늘을
좋아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양파,
3위는 고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도
마늘을 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고추가
인기가 많아서 백화점이고 슈퍼마켓이고 양념 채소를 파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듣기

1 ① 시장  ② 수산시장  ③ 마트
2 ②→③→①
3④

과제 예시

1 당근을 많이 먹어요.
2 오쉬를 만들 때 당근을 꼭 넣어요.
3 마트고 시장이고 당근을 다 살 수 있어요.

부가 문법 (이고)
연습Ⅰ
1 축구고 야구고
2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3 밥이고 빵이고
연습Ⅱ
1 마트고 편의점이고
2 문법이고 쓰기고
3 고추고 마늘이고
말하기
연습
저는 과일 중에서 딸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딸기는 봄에 많이 먹습니다.
딸기는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피곤할 때 먹으면 좋습니다.
맛있는 딸기를 사려거든 너무 크지 않고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과제 예시
1 복숭아를 좋아해요.
2 여름에 많이 나와요.
3 피곤할 때 먹으면 좋아요.
4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비슷한 것이 맛있어요.

12과 · 오
 늘은 제가 점심을 살 테니 새로
생긴 한식당에 가요
p284
어휘

1 1) 체인점  2) 뷔페  3) 분식집  4) 한식당
2  
1) 쾌적하더라고요
2) 불친절하거든요
3) 부담스러웠지만
4) 붐비는 것 같아요
문법 (-을 테니)
연습Ⅰ  

1 준비할 테니
2 잡을 테니
3 실을 테니
연습Ⅱ

1 길이 막힐 테니
2 추울 테니
3 잃어버린 물건일 테니
문법 (-도록)
연습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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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Answers

1 찾아오도록
2 뛰어놀 수 있도록
3 넘도록
연습Ⅱ

1 늦지 않도록
2 먹을 수 있도록
3 취하도록
듣기

1④
2  ③
3②

네 생각에도 괜찮으면 내가 내일 예약할 테니 오늘까지
대답해 줘.
나중에 보자!
- 쯔엉
과제 예시
1 사람이 많으면 학교 근처에 있는 중국집을 예약할 거예요.
2 학교에서 가까워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그리고 음식값도 저렴해요.
3 가게가 넓고 쾌적해서 생일이나 회식 같은 행사를 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 식당을 예약할 거예요.
과제

말하기
연습
가: 점심 어디에서 먹을까요?
나: 오늘은 제가 한턱낼 테니 회사 앞에 새로 생긴 뷔페에
갈까요?
가: 아, 가기요? 저는 아직 안 가 봤는데 어때요?
나: 음식 종류도 다양하고 서비스도 좋아요.
가: 그럼, 거기에 가요. 언제 출발할까요?
나: 30분 후에 사무실 앞에서 만나요.
가: 네. 늦지 않도록 할게요.
과제 예시
1 시내에 있는 한식당을 추천하고 싶어요.
2 우리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3 직원들이 친절하고 가게가 쾌적해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서 추천하고 싶어요.

과제Ⅰ
1 독일 곳곳에 있는 한식당들을 방문해요.
2 함께 한식당 맛집을 찾아다닐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어요.
과제Ⅱ
1 제 취미는 한국 여행을 하는 것이에요.
2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갔어요.
3 고향에서도 혼자서 한국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
요리를 배우는 모임이나 동아리에 가 보고 싶어요. 한국
요리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 테니 꼭 배워보고 싶어요.

13과 · 고
 기를 양념에 넣고 다시 30분
기다립니다
p306
어휘

읽기

1  

1④
2④
4①

1) 찜  

쓰기
연습
후안에게
나타샤의 생일 파티 장소를 좀 알아봤는데 회사 앞
레스토랑이 좋을 것 같아. 새로 생겨서 가게가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아.
그리고 음식이 맛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생일 파티를 하기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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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이  

3) 볶음    

3 배운 다음에
연습Ⅱ  

1 먹은 다음에  
2 마신 다음에  
3 본 다음에
4) 튀김

  

2 1) 다듬다  2) 데치다  3) 부치다  4) 썰다
문법 (-는 만큼, 만큼)
연습Ⅰ

1 읽는 만큼  
2 아는 만큼  
3 어머니만큼
연습Ⅱ
1 노력한 만큼  
2 힘든 만큼  
3 평일만큼
문법 (-고 나다)
연습Ⅰ
1 손을 씻고 나서
2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3 식사를 하고 나서
연습Ⅱ  
1 푹 쉬고 나니
2 숙제를 다 끝내고 나니
3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말하기
연습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된장찌개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요.
된장찌개를 만들 때 된장 그리고 양파와 감자 같은 채소가
필요해요.
먼저 양파와 감자를 한입 크기로 썰어요.
물에 된장을 두 숟가락 넣고 나서 끓여요.
물이 끓은 다음에 감자와 양파를 넣어요.
감자와 양파가 익을 때까지 더 끓여요.
그리고 두부나 버섯을 넣으면 더 맛있어요.
과제 예시

1 쌀국수를 좋아해요.
2 쌀국수, 소고기, 숙주, 양파, 쌀국수 장국 소스가 필요해요.
3 찬물에 쌀국수를 넣고 30분 기다려요. 그리고 숙주를
씻고 소고기를 샤브샤브 고기처럼 얇게 썰어요. 물에
쌀국수 장국 소스를 넣고 끓여요. 물이 끓으면 쌀국수
면과 소고기, 숙주를 살짝 데쳐요. 국물에 데친 쌀국수를
그릇에 넣고 소고기와 숙주를 올리고 나서 국물을 넣으면
돼요.
4 칠리소스와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읽기

1④
2③
3 ③→①→②

듣기

쓰기

1 ㉡→㉠→㉢
2①
3④

연습
한국 사람들은 간식으로 떡볶이를 자주 먹습니다. 맛은 맵고
답니다.
떡볶이를 만들려면 떡, 어묵, 물, 고추장, 간장, 설탕, 양파,
양배추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고추장, 간장, 설탕을 넣습니다.
떡과 어묵을 물에 넣고 나서 끓입니다.
물이 끓는 동안 양파와 양배추를 떡 크기만큼 자릅니다.

부가 문법 (-은 다음에)
연습Ⅰ  

1 삶은 다음에  
2 읽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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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소를 넣고 끓입니다.
국물을 졸인 다음에 먹으면 됩니다.

1②
2①
3④

과제 예시

1 만두가 유명해요.
2 명절에 많이 먹어요.
3 맛있어요. 양념 채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맵지 않고 짜지
않아요.

4 만두피, 다진 돼지고기, 부추, 다진 마늘, 다진 파, 소금,
후춧가루가 필요해요.
5돼
 지고기, 부추, 마늘, 파를 다져요. 다진 돼지고기에
부추, 마늘, 파,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나서 잘 섞으세요.
만두피에 준비한 재료를 넣고 만두를 만드세요. 만두를
쪄서 먹으면 돼요.

14과 · 휴
 가철이 다 되어 가는데 휴가 계획은
세웠어요?
p328
어휘

1 1) 성수기  2) 연기했다  3) 휴가철이라서
2  1) 교통편이  2) 추가됐다  3) 여행 경비를  4) 여행지
문법 (-어 가다/오다)
연습Ⅰ  

1 늘어 가니까
2 닮아 가네요
3 노력해 가면
연습Ⅱ
1 사귀어 온
2 돌보아 오셨잖아요
3 준비해 온

부가 문법 (만 아니면)
연습Ⅰ

1 내일만 아니면
2 회의만 아니면
3 교통사고만 아니었으면
연습Ⅱ

1 공부만 아니면
2 성수기만 아니면
3 분식집만 아니면
말하기
연습
가: 안녕하세요. 한국여행사입니다.
나: 여보세요. 예약을 변경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가: 네. 예약하신 분의 성함과 예약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 이름은 미카이고 8월 6일에 인천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일본에 가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거 같아요. 예약을 8월
30일로 변경해 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과제 예시

1 식당 예약을 변경한 적이 있어요.
2 3명의 식사를 예약했는데 친구 한 명이 그날 바쁘다고 못
와서 예약 인원을 변경했어요.

3 안녕하세요. 오늘 5시 반에 3명 예약했는데요. 한 명이 못
가서 예약 인원을 2명으로 변경할게요.

문법 (-는다고1)
연습Ⅰ  
1 덥다고
2 읽느라고
3 집이라고
연습Ⅱ
1 안 좋다고
2 잡는다고
3 성인이라고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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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1④
2②
3④
부가 문법 (-고서)
연습Ⅰ
1 소설을 읽고서 감상문을 썼어요
2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바로 회사에 취직했어요
3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서 3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어요.
연습Ⅱ
1 김치를 볶고서
2 청소를 하고서
3 약을 먹고서
쓰기
연습
후안 씨, 제가 이번 달에 이사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여행을 다음 달로 미뤄야 할 거 같아요.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서 미안해요.
과제 예시
1 시간 약속을 변경한 일이 있어요.
2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약속이었어요.
3 숙제를 한다고 바빠서 약속을 주말로 미뤘어요.

1 기다리는 중  
2 청소하는 중  
3 만드는 중
문법 (-는다고2, -냐고, -으라고, -자고)
연습Ⅰ  
간다고 / 가느냐고  / 가라고 /가자고
논다고 / 노느냐고 / 놀라고 / 놀자고
듣는다고 / 듣느냐고 / 들으라고 / 듣자고
좋다고 / 좋으냐고
나쁘다고 / 나쁘냐고
동생이라고 / 동생이냐고
외국어라고 / 외국어냐고
연습Ⅱ  
1 덥냐고  
2 조용히 하라고  
3 만들자고

과제
과제Ⅱ
예시
1 가족과 1박 2일로 속초에 갔다 왔어요.
2 속초에는 산과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설악산에
갔어요.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경치가
아름다워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에는 해가 뜨는 것을
본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전날 등산하느라고 조금
피곤했던 것만 아니면 정말 좋았어요.
3 바다에서 수영한 지도 1년이 넘어 가요. 다른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보고 나니까 저도 다음 휴가에는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15과 · 여
 행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숙소를
찾는 중이에요
p354
어휘

1  1) 숙박비를  2) 체크인  3) 민박집이  4) 시설을
2  1) 숙박할  2) 최고급  3) 현대적으로  4) 청결해
문법 (-는 중이다)
연습Ⅰ  
1 샤워하는 중  
2 마시는 중  
3 노는 중
연습Ⅱ  

듣기

1①
2④
3④
부가 문법 (이란)
연습Ⅰ
1 부모란  
2 행복이란  
3 우정이란
연습Ⅱ
1 속담이란  
2 사랑이란  
3 언어란
부가 문법 (이라고)
연습Ⅰ  

1 이라고  
2 라고  
3 이라고
연습Ⅱ  

1 형, 이라고
2 사랑해요, 라고
3 주차 금지,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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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연습
가: 가영 씨는 인터넷에서 숙소를 찾을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저는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곳부터 찾아요. 그런
다음 사람들의 평가를 봐요. 사람들의 이용 후기를
보고 시설이 현대적이라고 한 곳을 골라요. 마지막으로
위치가 중요해요. 고른 숙소 중에서 관광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예약해요.
과제 예시

1 인터넷 사이트나 친구들의 SNS를 보고 숙소를 찾아요.
2 저는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숙박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3제
 가 가고 싶은 관광지와 숙소가 가까워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행할 때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구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숙박비는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읽기

1④
2④
3①
쓰기
연습
안녕하세요. 숙박 예약 문의드립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예약하고 싶습니다.
인원은 어른 2명, 어린이 3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중이라서 객실은 가족실로
부탁드립니다.
체크인은 오후 4시쯤 할 예정입니다.
예약이 가능하면 답장 주세요.
감사합니다.
과제 예시
1 호텔에서 묵었어요.
2 객실의 청결과 전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3 안녕하세요. 숙박 예약 문의드립니다.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예약하고 싶습니다. 인원은 어른
1명입니다. 객실이 청결했으면 좋겠고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약이 가능하면 답장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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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 · 여
 행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방에 이름표를 달았어요
p384
어휘

1  1) 세면도구  2) 충전기  3) 바퀴  4) 손잡이  5) 겉옷  6) 속옷
2
1) 일정표를
2) 달았다
3) 비자를
4) 탑승해
문법 (-어 가지고)
연습Ⅰ
1 바빠 가지고
2 잘해 가지고
3 추워 가지고
연습Ⅱ  
1 고장이 나 가지고
2 조용해 가지고
3 걸어 가지고
문법 (-던데1)
연습Ⅰ  

1 먹던데  
2 운동하던데  
3 물이던데
연습Ⅱ  

1 신나던데요  
2 맛있던데요  
3 읽던데요
듣기

1①
2②
3④
부가 문법 (-어다가)
연습Ⅰ

1 끓여다가  
2 요리해다가  
3 만들어다가
연습Ⅱ

1 사다가   

2 빌려다가  
3 구해다가
말하기
연습
저는 가방이 무거운 게 싫어 가지고 여행갈 때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여행갈 때 작은 가방으로도 충분해요.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아요.
휴대 전화와 지갑만 있으면 바로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사서 써야 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과제 예시

1 짐을 많이 가지고 가요.
2 큰 여행 가방에 가지고 가요.
3 잠옷을 입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잠옷을 챙겨

4 지갑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5번 버스에서 서둘러 내리다가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 검정색 가죽 지갑이고 지갑 안에
카드와 현금, 가족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소중한 지갑입니다. 보신 분은 꼭 연락해 주십시오.  
과제
과제Ⅱ
예시
1 서울에 가 보고 싶어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라고 들었어요.
2 서울에는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짐은
많이 가지고 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큰 배낭이나 여행
가방을 하나 더 챙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쇼핑한
물건을 담아 올 거예요.
3 명동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하고 싶어요. 친구에게
들었는데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해 가지고 인기가 많다고
해요.

가요.
읽기

1①
2②
3  X,  O,  O
쓰기
연습
서류 가방을 놓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5시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요.
졸아 가지고 급하게 내리다가 기차에 서류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까만색 가죽 가방입니다.
서류 가방에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어서 꼭 찾아야 합니다.
서류 가방을 찾으면 osh12@sejong.kr로 꼭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예시

1 지갑을 잃어 버렸어요.
2 버스에서 잃어 버렸어요.
3 검정색 가죽 지갑이에요.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지갑 안에
카드와 현금, 가족사진이 들어 있어요.

17과 · 흰색 셔츠가 청바지와 잘 어울려요

p410
어휘

1  1) 헐렁해서  2) 진한  3) 적당해요  4) 세련됐어요
2
1) 지퍼를 잠그다
2) 끈을 묶다
3) 단추를 채우다
4) 소매를 접다
문법 (-기는)
연습Ⅰ
1 잘 부르긴
2 짧기는요
3 잘하기는요
연습Ⅱ
1 웃기는
2 과장하기는
3 못 사 먹기는
문법 (-으면 좋겠다)
연습Ⅰ

1 치면 좋겠어요
2 길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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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우면 좋겠어요
연습Ⅱ

1 오면 좋겠어요
2 타면 좋겠어요
3 달면 좋겠어요
듣기

1④
2③
3②

않냐고요? 촌스럽기는요. 요새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이런
옷을 입습니다.
삼촌이 젊을 때 입은 헐렁한 바지나 이모가 대학생 때 입은
딱 붙는 티셔츠를 옷장 속에서 찾아 입고 멋지게 사진을
찍어 보세요.
지금까지 촌스럽게 생각한 삼촌과 이모의 옛날 옷들이
세련되게 보일 거예요.
찍은 사진을 korea@sejong.kr로 보내 주시면 잡지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 드립니다.
과제 예시

말하기
연습
저는 옷을 화려하게 입는 것을 좋아해서 화려한 디자인의
옷이 많습니다.
이 옷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무늬 원피스입니다.
3년 전에 태국 여행을 갔을 때 샀습니다.
이 원피스는 허리에 있는 끈을 묶어서 입으면 예쁩니다.
이런 원피스가 여러 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예시
1 청바지가 많아요.
2 작년에 산 청바지예요.
3 흰 셔츠와 같이 입으면 멋있어요.
읽기

1②
2①
3④

1 티셔츠 위에 짧은 조끼를 입는 옷이 유행했었어요.
2 촌스러워 보여요.
3 ‘크롭티’라고 배가 살짝 보이는 티와 허벅지부터 통이 넓은
바지가 유행이에요.

4 요즘 티셔츠는 딱 맞게 입고 바지는 헐렁하게 입는 것이
유행이에요.

18과 · 중
 고 소파를 사려다가 새 제품을
샀어요
p432
어휘

1
가구
책장
탁자
식탁

전자 제품
청소기
가습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2 1) 전원을  2) 소형  3) 맞춰서  4) 중고
부가 문법 (-어 드리다)
연습Ⅰ

1 읽어 드려요
2 보내 드렸어요
3 알려 드렸어요
연습Ⅱ

1 사다 드릴게요
2 열어 드릴게요
3 찍어 드릴게요

문법 (-으려다가)
연습Ⅰ

1 입으려다가
2 공부하려다가
3 놀려다가
연습Ⅱ

1 잡으려다가
2 나빠지려다가
3 나으려다가

쓰기
연습
90년대에 유행한 옷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촌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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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고 말다)
연습Ⅰ  

1 다치고 말았어요
2 쏟고 말았어요
3 지각하고 말았어요
연습Ⅱ  

1 따고 말겠어요
2 찾고 말겠어요
3 끝내고 말겠어요
문법 (-는 반면)

쓰기
연습
안녕하세요. 2년 정도 사용한 중고 소파와 탁자를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제 저한테는 필요 없어서 친구에게 주려다가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까 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물건들은 오래된 반면 깨끗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0101234-4321로 연락 주세요.

1 음식은 맛있는 반면
2 교통이 편리한 반면
3 일은 많이 시키는 반면

과제 예시
1 책장을 팔고 싶어요.
2 5년 전에 샀어요. 이제 저한테는 필요 없어서 팔고 싶어요.
3 크기가 작아서 방에 두기 좋고 디자인이 깔끔해요.
4 안녕하세요. 5년 정도 사용한 책장을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제 저한테는 필요 없어서 버리려다가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실까 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물건은
오래된 반면 크기가 작아서 방에 두기 좋고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듣기

과제

1 ①, ④
2③
3③

1 휴대 전화를 새로 샀어요.
2 기능이 좋은 휴대폰이 나오면 사려다가 휴대폰이 고장

말하기

3 가격은 조금 비싼 반면에 사진도 잘 나오고 기능이 많아서

연습Ⅰ  

1 맑은 반면
2 맛없는 반면
3 전통적인 반면
연습Ⅱ

과제Ⅱ

나서 샀어요.
연습
가: 전자레인지 새로 샀네?
나: 응. 고장 나서 새 제품으로 바꿨어.
가: 나도 전자레인지를 새로 사야 하는데. 써 보니까 어때?
나: 기능은 다양한 반면에 디자인이 촌스러운 거 같아.
가: 음. 나는 가전제품 디자인은 신경 쓰지 않아서 이 정도도
괜찮을 거 같아.
나: 그래? 그럼 내가 산 가게를 알려 줄게. 거기에 가 봐.
과제 예시
1 제 방에는 옷장, 책장, 책상, 의자, 침대가 있어요.
2 책상이 너무 작고, 오래돼서 바꾸고 싶어요.
3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해요.
읽기

1②
2③
4②

편해요. 엄마는 제 휴대 전화가 너무 크다고 해요.
크기는요. 영상을 보기 아주 좋아요. 이번 휴대 전화를
오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19과 · 한국 예절에 대하여 조언해 주세요



p456

어휘

1  1) 성함  2) 연세  3) 뵙다 4) 여쭙다
2 1) 권했어요  2) 반말을 하기로  3) 충고  4) 공공장소
문법 (-던)
연습Ⅰ   

1 많던  
2 가던  
3 입던
연습Ⅱ   

1 먹던  
2 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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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Answers

3 듣던

1 인도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2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처음

문법 (-는 탓에)

만난 사람의 가족 관계에 대해 물어요.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이 예의예요.
3 그리고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줄 때 오른손을 사용해야
해요.

연습Ⅰ
1 일어나는 탓에
2 모르는 탓에
3 추운 탓에
연습Ⅱ
1 바쁜 탓에
2 싫어하는 탓에
3 논 탓에

1②
2③
3 O,  X,   X

문법 (에 대하여)

쓰기

연습Ⅰ

연습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지난 학기에 교수님 수업을 늘
앞자리에서 듣던 가영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개학 준비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메일 드린 것은 이번 학기 교수님 수업의 과제에 대해
여쭙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교수님 수업에서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교수님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발표 준비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런 메일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발표에 대해 간단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영 올림

1 한국 역사에 대하여
2 한국의 예절에 대하여
3 수업에 대한
연습Ⅱ

1 세종대왕에 대한
2 여행지에 대해
3 한국 경제에 대한
듣기

1②
2 O,  X,  O
3②

읽기

말하기

과제 예시

연습
가: 주말에 이집트에서 온 친구를 집에 초대한다고 했잖아.
어땠어?
나: 식사 예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특히 재미있었어.
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어?
나: 이집트에서는 보통 식사를 초대 받았을 때 음식을 먹지
않고 남겨야 한대. 그런데 한국에서는 초대 받았을 때
음식을 다 먹는 편이잖아.
가: 그렇지. 내 친구도 처음에 한국의 식사 예절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힘들었대. 한국에서는 밥그릇하고 국그릇을
식탁에 놓고 먹잖아. 일본은 밥그릇하고 국그릇을 들고
먹는대.
나: 일본은 한국하고 식사 예절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네. 신기하다.
과제 예시

1 친한 선배가 있어요.
2 어떤 동아리가 좋은지 물어보고 싶어요.
3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경영학과 후배 가영입니다.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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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 메일 드린 것은 동아리에 대해
여쭙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선배님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다음 학기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동아리가 좋은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동아리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과 ·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어요? p478
어휘

1 1) 부장  2) 과장  3) 신입 사원
2  1) 보고했다  2) 협력해서  3) 검토해

문법 (-는다거나1)
연습Ⅰ
1 바쁘다거나
2 배달을 시킨다거나
3 카드라거나
연습Ⅱ
1 흐리다거나
2 해 먹는다거나
3 등산이라거나

3 선생님께서 저한테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본다거나
SNS에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말하기 연습을
한다거나 하면 말하기 실력이 늘 것이라고 하셨어요.
부가 문법 (보고)
연습Ⅰ

1 동생보고
2 쯔엉 씨보고
3 김 대리보고
연습Ⅱ

문법 (-게 하다)
연습Ⅰ

1 듣게 합니다
2 못 먹게 했어요
3 청소하게 했어요

1 대한 씨보고 집에 올 때 우유 좀 사오라고
2 나타샤 씨보고 주말에 한강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자고
3 사비나 씨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읽기

연습Ⅱ  
1 깨끗하게 했나 봐요
2 배고프게 해요
3 밝게 하지요

1①
2 ②→①→③
3③

듣기

연습
(김민국) 회의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날짜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장님께서 해외
상황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샤오밍) 네, 알겠습니다. 회의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김민국) 보내 드린 회의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나서 회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김민국) 그리고 부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화상 회의로 진행합니다. 회의 때 마이크를
켜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럼,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쓰기

1②
2④
3①
말하기
연습
가: 박 대리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나: 네, 무슨 일이에요?
가: 부장님께서 저보고 사업 계획서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나: 제가 지난번에 쓴 계획서를 메일로 보내 줄게요. 거기에
있는 자료를 살펴본다거나 자료에 소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상사들에게도 물어보세요.
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별말씀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과제 예시

1 동아리 모임에 대한 안내였어요.
2 모임 시간과 모임 장소를 썼어요.
3 안녕하세요. 동아리 모임을 안내합니다. 이번 모임 날짜는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동아리방입니다.
그럼,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과제 예시

1 한국어 말하기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2 한국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과제
과제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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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Answers

1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 자주 가던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2식
 당에서 주문을 받는다거나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3 일을 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일에 대해 친절하게 잘
알려줬어요. 그리고 단체 손님과 커플 손님이 오면 저보고
사람 수가 적은 손님의 주문을 받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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