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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07년 몽골, 중국, 미국 3개국 13개소로 문을 연 세종학당은 2013년 52개국 120개
소로 늘어났고, 그로부터 7년 후인 2020년 현재, 76개국 213개소에서 전 세계 학습자
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학당은 양적인 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세종학당의
기본 교육 과정 및 교재 보급, 한국문화 보급,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질적인 성장
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세종학당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의 도입일
것입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 통하여 전 세계 학습자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 조치 속에서도 꾸준히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
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는 온라인 세종학
당 플랫폼(https://www.iksi.or.kr/)에서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 온
라인 학습 과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어 교
육 전문가들이 집필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는 전 세계의 세종학
당 학습자는 물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한국어·한국 문화 대표 보급기관’인 재단의 설립 취지의 맞게 세종학당재단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이어나가고, 더 많은 곳에 한국어와 한국 문
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
이버 한국어 초급 1, 2>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자,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전 세계의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전 세
계 세종학당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세계는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은 세종학당을 통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재욱 교수님을 비롯하여 개
발에 참여해 주신 집필진 및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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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

머리말

한국의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향유하려는 계층이 두터
워지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로 촉발된 잠재적 학습자를 실제적인 학습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원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이들에게 배움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사이버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누릴 만한 시대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라인의 화면과 오프라인의 지면을 읽어 내려가는 방식에는 차이
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글자를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온라
인 학습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
이버 한국어 초급 1, 2>는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온라인 세종학당을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
습자를 위한 책으로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를 오프라인 교육 자료로 구현하고 있습
니다.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급 문법 90개를 모두 다루고 있어 한국어 집중 과정에 준합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한
본 교재는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급
학습자들이 핵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 문법 설명을 추가하여 학습이 보
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습 단원을 두어 누적된 학습을 확인하고 성취 정
도를 파악하면서 학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재가 완성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님 이하 관
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에 적합한 교재를 만들기 위
한 책임감을 갖고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콘텐츠 개발에서부터 함께 수
고해 주신 강남욱·김현진·김호정·이미향·이승연·이정연·진정란 교수님과 집
필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개발에 함께해 주셨
던 심혜령 교수님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교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스톰미디어 관계
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교재가 전 세계의 세종학당과 온라인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을 경험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저자 대표 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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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Preface

The King Sejong Institute – which first opened its doors with 13 locations in
Mongol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2007 – has expanded to 120 locations in
52 countries by 2013. In 2020, seven years later, the King Sejong Institute is teaching learners from all over the world at 213 locations in 76 countries. As the institute
achieves quantitative expansion, it is also realizing qualitative improve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basic curricula and textbooks, rising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and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teaching staff.
One of the biggest change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this year is the introduction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platform. The institute has provided support
so that learner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keep learning Korean through the Sejong
Institute online platform while remaining under quarantin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newly introduced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1, 2>
is designed to be used together with “Online Korean Basics 1, 2,” which is a course
that can be taken online on the King Sejong Institute platform (https://www.iksi.
or.kr/). Written by the best experts in Korean education, the textbook will not only
aid learners in the King Sejong Institute, but also help foreigners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and Korean culture become a bit more familiar with Korea and its
culture.
In keeping with the spirit of establishment of our institute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the supply of Korean language/culture,” the King Sejong Institute is
pursuing constant change so that learners can continue their interest and passion
for Korean and to sprea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more places. We believe
that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1, 2> is the starting point of these
changes as well as the beginning of promot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 institute will maintain the initiative to take root as a “small Korea around the world,” so
that the world can understand Korea as Korea communicates with the world through
the King Sejong Institute.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many teachers who have helped us develop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1, 2>. I would also like to thank
Professor Kim Jae-uk of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writing staff,
and those who participated in creating this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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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Hyun-hwa, President of KSIF

머리말 Introduction

As the status and popularity of Korea increases, the number of people wishing to
enjoy the language and culture of Korea is ever increasing. To turn potential learners,
who have been stirred by cultural interactions, into actual learners it is ideal to provide
teaching at the right moment, without missing out on the timing to do so. Fortunately, our society currently meets the periodic needs for establishing an online teaching
environment and provides the basis for enjoying such conveniences.
Nonetheless, there is said to be a difference in the method of looking at a screen
online and reading offline. As the human brain displays disparities in recognizing
texts, efforts are required in conducting online and offline learning at the same tim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1, 2> was developed as the first step of
such approach.
This textbook is for learners wishing to learn Korean easily and in a fun way using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platform, therefore “Online Korean Basics 1, 2” is
also created as an offline learning material. “Online Korean Basics 1, 2” covers all 90
basic Korean grammar specified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 Korean Education
Curriculum, so it is ideal as a focused Korean curriculum. This textbook was developed based on these standards, so it includes all the content from “Online Korean
Basics 1, 2” while also adding vocabulary, expressions, and grammar descriptions that
novice learners can utilize for further their studies. Additionally, a review chapter has
been added so that learners can check their learning progress and achievements in order to enhance their learning experience.
I am deeply grateful to Chairman Kang Hyun-hwa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and to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his textbook. I would also
like to thank professors Kang Nam-uk, Kim Hyun-jin, Kim ho-jung, Lee Mi-hyang,
Lee Seung-yeon, Lee Jeong-yeon and Jin Joeng-ran and all the authors who have put
in immeasurable efforts to create textbook suitable for a new teaching environment.
Furthermore,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professor Shim Hye-ryeong who
have participated from the development of "Online Korean Basics 1." Lastly, I thank
Stormmedia who have enhanced the level of completion of this textbook.
We hope this textbook can help learners – who wish to experience Korea through the
King Sejong Institute – learn Korean in a fun way, both online and offline. Thank you.



December 2020
Lead author Kim Ja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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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집필 방향
●	본 교재는 온라인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한국어 학습자가 상호주의

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	본

교재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2017)’에 의거하여 개발된 ‘온라인 세종

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 본 교재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2급의 도달 목표에 준합니다.

●	본

교재는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모듈 구성을 채택하여 수업 시수에 따라 선택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	본 교재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은 각 사용 빈도와 맥락을 점검한 후에 유기적으로

엮어 대화의 실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본

교재는 유창성과 정확성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한국어에 관한 언어 지식과

언어 기술 항목을 고르게 포함하였습니다.

●	본 교재의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은 성인 학습자의 인지 능력, 학습 전략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8

교재 내용 구성
●	본

교재는 초급 과정의 첫 단계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에 각 20개의 단원을 설정하였습니다.
●	‘Part

1(배우기)’은 학습 목표에 따른 언어 지식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원마다

주제어로 묶인 어휘와 표현, 문법 항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언어
지식 학습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연습 활동을 포함하였습니다.
●	‘Part

2(해 보기)’는 ‘듣고 말하기’와 ‘읽고 쓰기’, ‘과제’로 나뉩니다. ‘듣고 말하기’는

‘Part 1(배우기)’에서 배운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듣기와 말하기 과제를 수행합니다.
‘읽고 쓰기’는 읽기와 쓰기 과제를 수행합니다. ‘과제’는 학습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Part

3에서는 배운 어휘와 문법을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종합 문제 단원을 수록

하였습니다.

●	영어

번역을 병기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번역어는 한국어의 기본

의미를 잘 나타내는 어휘로 선정하였습니다.
●	본 교재에서 제시한 목표 문법은 ‘온라인 세종학당 초급 1’과 ‘온라인 세종학당 초급 2’

에서 각 44개와 46개로, 총 90개입니다. 또한 본 교재에서 제시한 목표 어휘 및 표현
은 ‘온라인 세종학당 초급 1’의 경우 288개, ‘온라인 세종학당 초급 2’의 경우 251개,
총 53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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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Writing Intentions
집필 방향 Writing Intentions
●

This textbook has been written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goals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so that Korean learners can understan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rom an interactive perspective.

●

This textbook fully contains everything specified in the “Online King Sejong Academy Korean Basics Curriculum” develop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Korean Education Curriculum (2017).”

●

This textbook conforms to the achievement goals for class 2 of the International
Korean Standard Education Curriculum.

●

This textbook adopts a modular structure made up of 2 parts so that it can be flexibly us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classes taken.

●

The vocabulary and grammar used in this textbook were systematically integrated
after examining the frequency of use and context to render realness to the conversations.

●

This textbook uniformly includes information o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
techniques so that the learner can improve both fluency and precision while learning.

●

The content and activities in this textbook were structured considering the cognition and learning strategies of adult learners to provide an efficient learning experience.

10

교재 내용 구성 Textbook Composition
●

This textbook chose 20 units from “Online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1” and
“Online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2” as the first step of the basic course.

●

“Part 1 (Learning)” aims to teach the language according to the learning objectives;
it is designed to enable learning vocabulary, expressions, and grammar associated
with a topic word. Additionally, exercises are included, so learning the language is
integrated into the curriculum.

●

“Part 2 (Try it Yourself)” is divided into “Listen and Speak”, “Read and Write”,
and “Exercise.” “Listen and Speak” uses the language knowledge you learned in
“Part 1 (Learning)” to carry out listening and speaking exercises. “Read and Write”
gives you reading and writing exercises. “Exercise” lets you experience real-life conversations using what you have learned so far.

●

There is a comprehensive review unit included after every 5 units so that the learner
can review the vocabulary and grammar learned in the previous unit.

●

An English translation has been included with the original text to aid in understanding. Words that represent the basic meaning of the Korean well were selected.

●

The target grammar provided in the textbook comes to a total of 90; 44 from “Online King Sejong Academy Korean Basics 1” and 46 from “Online King Sejong
Academy Korean Basics 2.” Additionally, the target vocabulary and expressions
provided in this textbook are 288 for “Online King Sejong Academy Korean Basics
1” and 251 for “Online King Sejong Academy Korean Basics 2,” totaling 539.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11

단원 구성

본 교재의 단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Part1(배우기)
어휘 및
표현

문법 1
문법 2

Part2(해 보기)
어휘 및
문법 연습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Part3(복습)
과제

종합 문제
(5단원마다)

단원과 관련된
그림을 통해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학습 동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합니다.

주제어를 중심으로
학습 어휘들을
보여줍니다.
주제어는 단원마다
2~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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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웁니다.
표현은 문장이나
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2~3개를
제공합니다.

목표 문법의 사용
예를 장면 삽화와
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문법의 의미와 형태
정보가 있습니다.

문법 연습을 하며
학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어휘와 문법의 학습

2~3번을 통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문법을 연습합니다.

1번을 통해 어휘를
연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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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배우기)’에서
다룬 주제·상황을
구어 텍스트로
학습하고 이해를
확인합니다.

‘Part 1(배우기)’에서
다룬 주제·상황을
문어 텍스트로
학습하고 이해를
확인합니다.

목표 담화와 주제에
맞는 말하기와
쓰기 과제를 하면서
실제적인 구어와
문어 의사소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4

다섯 단원을
마칠 때마다 종합
문제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부록으로 듣기
지문, 모범 답안이
수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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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

초급 2 권
단원
(과)

주제

제목

1

날씨

2

Part 1 (배우기)

Part 2 (해 보기)

어휘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기후, 날씨

-겠-,
-네

기후와 날씨에 대해
듣고 추측하여
말하기

일기예보를 읽고
날씨에 관련된
글쓰기

쇼핑

동대문에 가 보세요

장소,
장소의 상태

에게서, 한테서
-어 보다

쇼핑 장소에 대한
대화 듣고 말하기

쇼핑 장소를
추천하는 메시지
읽고 쓰기

3

외모

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외모, 색깔

-은, -는,
께

외모를 묘사한 대화
듣고 말하기

외모를 묘사한 글
읽고 쓰기

4

장보기

불고기를 해 먹는 게
어때요?

쇼핑, 양념, 식재료

-는데 ①,
-는 것

장보기와 식재료에 마트 할인 광고를
대해 듣고 말하기 읽고 관련된 글쓰기

5

주문

주문할게요

주문, 식기, 계산

-을게,
-기

주문하는 대화를
듣고 말하기

외식 문화에
관련된 글
읽고 쓰기

Part 3 종합 문제 1과~5과

6

휴가

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날짜, 관광·여행

-은 적이 있다,
-기로 하다

휴가 계획에 대한
대화 듣고 말하기

여행 광고를 보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글 쓰기

7

건강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병원, 증상, 치료

-게,
-지 말다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듣고
말하기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에 관련된 글
읽고 쓰기

영화

오늘 저녁에 뭐
할래요?

예매, 감정 표현

-을래,
밖에

영화를 예매하는
대화 듣고 말하기

영화 시간표를
보고 영화 보는
약속을 하는
메시지 보내기

8

9

휴일

주말마다 산에 가요

여가, 빈도

-는데 ②,
마다

10

학교생활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자기소개, 수업,
기숙사

-을 것,
-을 수밖에
없다

Part 3 종합 문제 6과~10과

16

주말 계획을
휴일에 하는 활동에
설명하는 글을 읽고
대한 대화 듣고
한달
말하기
일정표 쓰기
대학교 기숙사
규칙에 대해 듣고
말하기

대학교 수업 규칙과
관련된 글
읽고 쓰기

단원
(과)

주제

제목

11

공공서비스

12

Part 1 (배우기)

Part 2 (해 보기)

어휘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약속 장소에 가다가
돌아왔어요.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 동작

-다가,
에서부터

물건 분실 상황의
대화 듣고 말하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일기
읽고 쓰기

대인관계

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대인 관계,
성격·성향

-은,
-어 주다

친구의 이상형을
듣고 이성 친구를
소개하는 대화
듣고 말하기

친구를 소개하는 글
읽고 쓰기

13

가정생활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게 어때?

집안일

-는 동안에,
-으면서

14

생활
편의시설

한국에서 찜질방은
처음인데요.

편의시설,
편의시설 이용

-지,
-기 때문에,
-음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설명 듣고
말하기

편의시설 이용법
게시판 읽고 쓰기

15

배달

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배달 음식 주문,
수량 명사

에다가,
-으면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전화 대화
듣고 말하기

배달 앱 광고
읽고 쓰기

집안일에 대한 대화 집안일에 관한 메모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Part 3 종합 문제 11과~15과

16

의복

이 원피스를 입어
봐도 돼요?

옷 종류, 옷 쇼핑,
탈착 표현

처럼,
-어도 되다

손님과 매장 점원의
대화 듣고 말하기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에 대한 글
읽고 쓰기

17

취미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취미

-을 때,
-게 되다,
에게로

취미에 관한 대화
듣고 말하기

공연 안내문을 읽고
후기 작성하기

18

모임

대한 씨 딸이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모임, 감정

-은 지,
-어 있다,
-는군

초대하고 초대에
응하는 대화 듣고
말하기

돌잔치
축하 카드 만들기

19

집

저도 학교 근처로
이사할까 봐요.

집의 형태,
집의 구조

-거나, 이나,
-을까 보다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대화 듣고
말하기

숙소 광고 읽고
숙소에 대해
문의하기

약속

이번 일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속

-을,
-을 것 같다

제안하고 제안에
대해 정중히
거절하는 대화
듣고 말하기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메일 쓰기

20

Part 3 종합 문제 16과~2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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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기후와 날씨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기후와 날씨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기후
● 날씨
●

문법

-겠● -네
●

Grammar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It’s raining a lot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오늘 날씨가 어때요?

●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기후 Climates

기온이 높다 The temperature is high.
기온이 높아서 날씨가 더워요.
It’s hot because the temperature is high.

기온이 낮다 The temperature is low.
기온이 낮아서 날씨가 추워요.
It’s cold because the temperature is low.

장마 rainy season
장마가 와요. 밖에서 놀 수 없어요.
The rainy season is coming. I can’t play outside.

태풍 typhoon
태풍이 와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도 많이 내려요.
The typhoon is approaching. The wind is strong and it rains a lot.

사계절 four seasons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They’re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22

1과ㆍ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Part 1

날씨 Weathers

햇빛 sunlight
햇빛이 강해요. 땀이 나요.
The sunlight is strong. I’m sweating.

비가 그치다 rain stops
비가 그쳐서 우산을 쓰지 않아요.

I don’t use an umbrella because the rain stopped.

선선하다 cool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선선해요.
The weather is cool in fall.

쌀쌀하다 chilly
날씨가 쌀쌀해요. 옷을 두껍게 입어요.
The weather is chilly. I put on warm clothes.

구름이 끼다 cloudy
구름이 껴서 해가 보이지 않아요.

I can’t see the sun because it’s cloudy.

안개가 끼다 foggy
안개가 껴서 운전할 수 없어요.
I can’t drive because it’s foggy.

바람이 불다 windy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씨가 추워요.
The weather is cold because it’s very w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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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날씨가 좋다/나쁘다 The weather is good/bad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Today’s weather is good.

비가 오다/내리다 rain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세요.
It’s raining so use your umbrella.

24

1과ㆍ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Part 1

계절이 바뀌다 season changes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The season is cha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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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겠-

가: 이번 겨울 방학에 가족 여행을 가요.
나: 정말 좋겠어요. 저는 바빠서 못 가요.

의미

어떤 일이나 상황을 추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Indicates one’s speculation to an action or a situation.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 -겠-

Verb, Adjective + -겠-

받침 O

먹다

먹겠어요

받침 X

오다

오겠어요

연습Ⅰ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서울은 지금                            . (밤이에요)   
나: 네, 여기는 지금 밤이에요.

2

가: 어제 공부를 하고 늦게 잤어요.
나: 그래요? 많이                            . (피곤하다)

26

1과ㆍ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Part 1

-네

가: 와, 귀걸이가 예쁘네요. 어디에서 샀어요?
나: 학교 앞 가게에서 샀어요.

의미

지금 보거나 들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나타냅니다.
Indicates that the fact is newly known from seeing or hearing now.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 -네

Verb, Adjective + -네

받침 O

먹다

먹네요

받침 X

하다

하네요

ㄹ 받침

놀다

노네요

연습Ⅱ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2시간 걸려요.
나: 학교가 정말                            . (멀다)  
                             

2

가: 오늘은 도로에 차가 정말                            . (많다)
나: 맞아요. 그래서 길이 너무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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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기온이 높다
기온이 낮다

2)

구름이 끼다
안개가 끼다

3)

선선하다
쌀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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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ㆍ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2

Part 1

순서대로 배열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arranging the sentences in order.
보기

그럼 며칠 동안 빨래는 힘들겠어요.

그러네요. 곧 비가 오겠어요.

아마 내일부터 장마일 거예요.
가: 밖을 보세요.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①
나:                                                                                        .
②
가:                                                                                        .
③
나:                                                                                        .

3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complete the sentence.
보기

오세요
1)

태풍
장마
와야 돼요
오고 있네요

가: 밖을 보세요. 구름이 끼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나: 태풍이                               .

2)

가: 매일 비가 오네요.
나:                               라서/이라서 비가 자주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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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오늘 날씨가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날씨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You want to know the weather. What do you do?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그러네요.
내일은 좀 괜찮을까요?

걱정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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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ㆍ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1

지금 날씨가 어때요?

What’s the weather right now?

①

2

3

Part 2

②

③

④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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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O

X

2) 오늘은 비가 그쳤어요.

O

X

3) 쯔엉 씨는 내일 날씨를 걱정해요.

O

X

적절한 단어를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s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나타샤 씨는
걱정이 많아요.

1)
2)

왜요?

때문에
가 취소될 수
있어서 그래요.

산불

바람

태풍

여행

야외 행사

장마
비행기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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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오늘 오전에는 구름이 많이 끼지만 비는 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비가 그치고 날씨가 선선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날씨가 맑아 야외 활동에 좋겠습니다.

32

1과ㆍ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1

내일 오전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morrow morning?.

비가
2

Part 2

날씨가

.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entence in the blank.

저 오늘 오후에
밖에서 약속이
있어요.

잘 다녀와.
                             

① 날씨가 맑네.
② 기온이 낮으니까 옷을 더 입어.
③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안 올 거야.
④ 오후에는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

3

날씨가 변하는 순서에 맞춰 번호를 쓰세요.

Write the number in the order of the weather changing.

①

②

③

④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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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지금 날씨가
어때요?

대답하세요.

                                                                                                                           

내일 날씨가
괜찮을까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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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ㆍ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Part 2

쓰기 Writing

1

오늘 하루 날씨가 어땠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How was the weather today? Use <Example> as reference.

보기

오늘 아침에는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비가 내리고 쌀쌀했어요.
저녁에는 안개도 끼어서 운전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밤에는 비가 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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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쇼핑 장소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쇼핑 장소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장소(서울의 지명, 시설)
● 장소의 상태
●

문법

Grammar

에게서, 한테서
● -어 보다
●

동대문에 가 보세요
Go to Dongdaemun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로 쇼핑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장소 Places

명동 Myeong-dong
명동에는 화장품 가게가 많이 있어요.
There are many cosmetic shops in Myeong-dong.

동대문 Dongdaemun
동대문에는 옷 가게가 많이 있어요.
There are many clothing stores in Dongdaemun.

강남 Gangnam
강남에는 사무실이 많이 있어요.
There are many offices in Gangnam.

인사동 Insa-dong
인사동에서 선물을 살 거예요.
I’m going to buy a present in Insa-dong.

카페 cafe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요.
I meet a friend at the cafe.

시장 market
시장에서 옷을 사요.
I buy clothes at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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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ㆍ동대문에 가 보세요

Part 1

장소의 상태 Condition of places

더럽다 dirty
거리가 더러워요.
The street is dirty.

깨끗하다 clean
거리가 깨끗해요.
The street is clean.

복잡하다 crowded
길이 복잡해요.

The street is crowded.

시끄럽다 noisy
그곳은 너무 시끄러워요.
It’s too noisy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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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그러면 then
가: 점심은 한식이 먹고 싶어요. I want to eat Korean food for lunch.
나: 그러면 비빔밥은 어때요? Then how about Bibimbap?

(장소/물건/음식)은 어때요? How/what about (place/item/food)?
친구 선물로 책은 어때요?

How about a book as a gift to your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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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ㆍ동대문에 가 보세요

Part 1

알겠어요 Okay
가: 여러분 같이 청소해요. Everyone, Let’s clean together.
나: 알겠어요. 같이 청소해요. Okay. Let’s clea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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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에게서 / 한테서
가: 누구에게서/한테서 그 말을 들었어요?
나: 언니에게서/한테서 들었어요.

의미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the starting point or the subject of a specific action.

Meaning

형태

명사 + 에게서, 명사 + 한테서

Form

Noun + 에게서, Noun + 한테서

받침 O

학생

학생에게서

받침 X

선배

선배에게서

받침 O

학생

학생한테서

받침 X

선배

선배한테서

!
에게서/한테서 차이점
에게서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사용

한테서

주로 말할 때 사용

연습Ⅰ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누가 편지를 보냈어요?
나: 친구                               편지가 왔어요.

2

가: 동생은 누구                               피아노를 배워요?
나: 동생은 나                               피아노를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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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ㆍ동대문에 가 보세요

-어

Part 1

보다
가: 귀걸이를 사고 싶어요.
나: 강남에 가 보세요. 여러 가게가 많이 있어요.

의미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한번 시도함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an attempt of an action without prior experience.

Meaning

형태

동사 + -어 보다/-아 보다

Verb + -어 보다/-아 보다

‘ㅏ’, ‘ㅗ’ X

먹다, 입다

먹어 보다, 입어 보다

‘ㅏ’, ‘ㅗ’ O

가다, 오다

가 보다, 와 보다

-하다

수영하다, 공부하다

수영해 보다, 공부해 보다

Form

!
불규칙에 유의한다.



걷다 → 걸어 보세요
짓다 → 지어 보세요




눕다 → 누워 보세요
부르다 → 불러 보세요

연습Ⅱ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나: 그럼 한번                            .  (입다)

2

가: 한국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 한국어를                            .  (배우다)

3

가: 불고기가 맛있어요?
나: 네, 한번                            .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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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장소 이름을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write down the appropriate place names from the box.
보기

명동

동대문

강남

인사동

①
②
③

④

2

아래의 단어를 순서대로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by writing the words from the box in order.

1)

언니

들었어요

한테서

가: 명동은 시끄러워요.
나:                                                                                   .
2)

친구

들었어요

에게서

가: 강남에 귀걸이 가게가 많아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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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ㆍ동대문에 가 보세요

3

Part 1

대화를 읽고 ‘-어 보다’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하세요.
Read the conversation and answer the question using ‘-어 보다.’

1)

가: 동대문 시장에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해요?
나: 동대문역으로                            . (가다)

2)

가: 서울의 몽골 식당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찾아요?
나: 인터넷에서                            . (찾다)

3) 가: 여러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나: 인사동에 가서                            .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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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옷을 어디에서 사요?
Where do you buy your clothes?



여기에서 옷 가게가 어디에 많아요?
Where is a place nearby where I can shop clothes?



그곳은 어때요?
How about there?

샤오위 씨와 후안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Xiaoyu and Juan's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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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2과ㆍ동대문에 가 보세요

1

2

3

Part 2

샤오위 씨는 어디에 갑니까?
Where will Xiaoyu go?

①

②

③

④

명동

동대문

강남

인사동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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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샤오위 씨는 명동에 안 가 봤어요.

O

X

2) 명동에 가게가 많아요.

O

X

3) 동대문에 옷 가게가 많이 있어요.

O

X

명동은 어떻습니까?

What is Myeong-dong like?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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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귀걸이를 선물하려고 해요.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명동에 가 보세요.
명동은 너무 시끄러웠어요. 명동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강남은 어때요? 강남에 귀걸이 가게가 많으니까요.
후안씨에게서 들었어요.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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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ㆍ동대문에 가 보세요

1

명동은 어떻습니까?

What is Myeong-dong like?

명 동 은

2

3

Part 2

너 무

.

귀걸이를 사러 어디에 갑니까?

Where will he go to buy the earrings?

①

②

③

④

장소가 어떻습니까? 알맞은 단어를 골라 빈칸에 쓰세요.
How was the place? Choose the right word and fill in the blanks.

①

더러워요

②

시끄러워요

옷 가게가
많이 있어요

복잡해요

깨끗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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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옷을 사려고 해요.
어디로 가야 해요?

대답하세요.

                                                                                                                           

친구한테서 한국에
대해 들었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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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ㆍ동대문에 가 보세요

Part 2

쓰기 Writing

1

쇼핑 장소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쇼핑 장소를 알려주세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Can you talk about the shopping place? Tell your friend about the shopping pla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명동에는 여러 가게가 있습니다. 옷 가게, 식당,
카페, 선물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명동은 가게가 많아서 복잡합니다.
명동은 밤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명동의 밤거리는
예쁩니다.
한국에서 쇼핑을 하고 싶으면 명동에 가 보세요.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51

3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외모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외모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외모
● 색
●

문법

-은, -는
● 께
●

Grammar

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What does mom's friend look like?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좋아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외모 Appearance

멋있다 handsome
제 남자친구는 아주 멋있어요.
My boyfriend is very handsome.

귀엽다 cute
제 동생은 5살이에요. 정말 귀여워요.
My little brother is five years old. He is so cute.

얼굴 face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요?
Do you know his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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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ㆍ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Part 1

색 Color

검정색 black
저는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I’m wearing black pants.

빨간색 red
제 가방은 빨간색이에요.
My bag is red.

하얀색 white
제 동생은 하얀색 모자를 좋아해요.
My little brother likes white hats.

파란색 blue
우리 형은 파란색 티셔츠를 자주 입어요.

My older brother often wears a blue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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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What does (someone) look like?
동생은 어떻게 생겼어요?

What does your little brother look like?

키가 크다/작다 tall/short
우리 언니는 키가 커요.
My big sister is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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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ㆍ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Part 1

머리가 길다/짧다 have long/short hair
제 여자 친구는 머리가 길어요.
My girlfriend has long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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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은

/ -는
가: 저기 머리가 긴 사람이 지훈 씨 누나예요?
나: 아니에요. 머리가 짧은 사람이 제 누나예요.

가: 나타샤 씨가 어디에 있지요?
나: 저기 책을 읽는 사람이 나타샤 씨에요.

의미
Meaning

–은: 형용사에 붙어 명사를 꾸미게 하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은: It is attached to an adjective to decorate the verb, and indicates the current state.

–는: 동사에 붙어 명사를 꾸미게 하고, 일이나 행동이 현재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는:	It is attached to a verb to decorate the noun, and indicates the currentprogression of an
incident or action.

형태

형용사 + -은/-ㄴ, 동사 + -는

Form

형용사

동사

Adjective + -은/-ㄴ, Verb + -는

받침 O

작다

작은

받침 X

크다

큰

ㄹ 받침

길다

긴

받침 O

먹다

먹는

받침 X

만나다

만나는

ㄹ 받침

살다

사는

!
예외적인 형태 변화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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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있는

없다

없는

3과ㆍ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Part 1

연습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
보기

(예쁘다) 꽃이 피었어요. → 예쁜 꽃이 피었어요.
제가 (듣다) 음악은 K-POP이에요. → 제가 듣는 음악은 K-POP이에요.

1

(길다) 바지를 입었어요.  
→                    바지를 입었어요.

2

(슬프다) 영화를봤어요.
→                    영화를 봤어요.

3

제가 자주 (가다) 식당은 서울식당이에요.
→ 제가 자주                    식당은 서울식당이에요.

4

제가 (살다) 아파트는 서울에 있어요.
→ 제가                    아파트는 서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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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께
가: 누구한테 편지를 써요?  
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써요.

가: 오늘 숙제가 뭐예요?  
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께 여쭤 볼까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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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명사에 붙어 어떤 행동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It is attached to a noun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honorific to indicate that he or she is
influenced by a specific action.

명사 + 께

Noun + 께

받침 O

선생님

선생님께

받침 X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3과ㆍ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Part 1

연습Ⅱ <보기>와 같이 ‘께’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께.’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아버지

⇒

친구한테 선물을 줘요.

아버지

께

선물을 드려요.

1
⇒

할아버지

동생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요.

2

선생님

⇒

선생님이 학생한테 말해요.

학생이

3

말씀 드려요.
어머니

⇒

지훈이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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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2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Connect the correct word for each picture.

1)

파란색

①

2)

빨간색

②

3) 검정색

③

4) 하얀색

④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써 보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 from the <Example> and fill in the blanks.
보기

께

한테

1)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              숙제를 냈어요.

2)
친구 생일이라서 친구              선물을 줬어요.

3)
길을 잘 몰라서 할머니              길을 여쭈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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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ㆍ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3

Part 1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와 문법을 골라 표현을 완성하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s and grammar from the <Example> and complete the expression.
보기

멋있다
커피를 마시다

머리가 길다
귀엽다

–은

–ㄴ

–는

1)
강아지

2)
남자

3)
학생

4)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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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약속을 해 봤어요?
Have you ever made a date with someone you met for the first time?



그때 약속 장소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았어요?
How did you find that person at the meeting place then?

지연 씨의 어머니와 지연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 conversation between Jiyeon and he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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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3과ㆍ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1

대화에서 나온 표현을 모두 고르세요.

Choose all the expressions from the conversation.

①

②

③

키가 크다
④

머리가 길다
⑥

머리가 짧다

귀엽다

지연 씨가 내일 만날 사람은 누구일까요?
Who will Jiyeon meet tomorrow?

①

3

멋있다

⑤

키가 작다

2

Part 2

②

③

④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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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연 씨는 내일 엄마랑 공항에 갈 거예요.

O

X

2) 지연 씨는 엄마 친구의 얼굴을 몰라요.

O

X

3) 엄마 친구는 잘 웃어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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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나는 반 친구들하고 같이 공원에 소풍을 갔습니다. 우리는
큰 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나는 긴 머리에 짧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찾아보세요.

소풍 Pic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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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ㆍ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1

쯔엉 씨는 왜 공원에 갔어요?
Why did Truong go to the park?

친구들하고

2

Part 2

같이

을

.

쯔엉 씨는 공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What did Truong do in the park?

① 소풍 준비를 했습니다.
② 친구들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③ 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④ 나무 밑에서 가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3

사진에서 쯔엉 씨는 어떤 모습입니까? 맞는 것에 모두 O 하세요.
What does Truong look like in the picture? Circle all that apply.

키가 큰 사람

머리가 짧은 사람

짧은 바지를
입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쯔엉

큰 가방을
멘 사람

머리가 긴 사람

긴 바지를
입은 사람

작은 가방을
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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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어요?

대답하세요.

                                                                                                                           

친한 친구의 머리와
키는 어때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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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쓰기 Writing

1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외모에 대해 말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Describe the appearance of one of your family members. What does he or she look like?

보기

우리 누나는 안경을 쓰고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키가 작고 귀여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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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
●

쇼핑과 식재료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쇼핑과 식재료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쇼핑     
양념
● 식재료
●
●

문법

-는데 ①
● -는 것
●

Grammar

불고기를 해 먹는 게
어때요?
How about making Bulgogi?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무슨 요리를 할 수 있어요?

●

여러분은 마트에서 무엇을 사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쇼핑 Shopping

마트 mart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요.
I shop at the mart and make food.

공짜 free
오늘 사과 5개를 사세요. 그럼 하나는 공짜예요.
Buy five apples today and get one for free.

할인 discount
쿠폰으로 할인 받을 수 있어요?
Can I get a discount with a coupon?

양념 Seasoning

고추장 gochujang (korean chili paste)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떡과 고추장이 필요해요.

I’m going to make tteokbokki. I will need ttock (rice cakes) and gochujang.

된장 doenjang (soybean paste)
된장찌개에는 된장, 호박, 두부가 필요해요.

Doenjang-jjigae (soybean paste stew) requires Doenjang, pumpkin, and tofu.

간장 soy sauce
간장을 많이 넣어서 짜요.

It’s salty because I added a lot of soy sauce.

설탕 sugar
저는 커피에 설탕을 안 넣어요.
I don’t put sugar in my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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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ㆍ불고기를 해 먹는 게 어때요?

Part 1

식재료 Ingredients

쌀 rice
쌀을 씻어서 밥을 지어요.
Wash rice and cook rice.

밀가루 flour
빵을 만들 거예요. 밀가루가 필요해요.
I’m going to make bread. I will need some flour.

소고기 beef
저녁에 소고기로 불고기를 해 먹어요.
Let’s have galbi (grilled ribs) with beef for dinner.

돼지고기 pork
저는 돼지고기 중에서 삼겹살을 제일 좋아해요.
I like samgyeopsal (grilled pork belly) the most among pork.

닭고기 chicken
닭고기를 튀겨서 치킨을 만들어요.
Let’s fry chicken to make fried chicken.

야채 vegetable
고기와 야채를 같이 먹어야 해요.
You should eat meat and vegetable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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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여기 있어요 Here it is.
사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Where is the apple? Here it is.

국을 끓이다 Make soup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I made seaweed soup because it your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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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ㆍ불고기를 해 먹는 게 어때요?

Part 1

고기를 굽다 Roast meat
고기를 구워서 먹어요.
I roast meat and e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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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 는데

가: 어제 백화점에서 치마를 샀는데 어때요?
나: 아주 잘 어울려요.

의미

뒤 절에 관한 배경이나 상황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the environment or situation of the following sentence.

Meaning

형태

동사 + -는데, 형용사 + -은데/-ㄴ데

Form

동사

형용사

받침 O

먹다

먹는데

받침 X

가다

가는데

받침 O

작다

작은데

받침 X

크다

ㄹ 받침

멀다

연습Ⅰ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1

가: 날씨가                    공원에 놀러 갈까요? (좋다)
나: 미안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같이 못 가요.

2

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 제 친구                   지금 미국에 있어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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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 + -는데, Adjective + -은데/-ㄴ데

4과ㆍ불고기를 해 먹는 게 어때요?

-는

Part 1

것
가: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으로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나: 여름이니까 바다가 어떨까?

의미

동사 뒤에 붙어 그것이 명사로 기능함을 나타냅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to indicate that it functions as a noun.

Meaning

형태

동사 + -는 것

Form

Verb + -는 것

받침 O

먹다

먹는 것

받침 X

하다

하는 것

ㄹ 받침

놀다

노는 것

연습Ⅱ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1

가: 어떤 책이 네 책이야?
나: 책상 위에                   이 내 책이야. (있다)

2

가: 너 요리 좋아해?
나: 요리                   은 안 좋아하지만 해 주면 잘 먹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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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right answer.

고추장

2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간장

쌀

밀가루

소고기

순서대로 배열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in order.

가: 이제 사야 되는 것은 다 샀어요. 뭘 더 사면 좋을까요?
①
나:                                                                                                                                
②
가:                                                                                                                                
③
나:                                                                                                                                

아이들이 주스를 잘 먹으니까 주스도 살까요?
그래요. 우유를 사 가요.
집에 우유가 없는데 우유를 사는 게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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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4과ㆍ불고기를 해 먹는 게 어때요?

3

Part 1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choosing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보기

1)

마트

공짜

야채

가: 학교에서 행사를 해서 커피를                   로 주니까 가보세요.
나: 정말요? 커피가 먹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2)

가: 지금 저녁 9시인데 시장에서 과일을 살 수 있을까요?
나: 시장에서 살 수 없어요.                   에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3) 가: 우리 아이는                   를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나: 우리 아이도 고기만 좋아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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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어요?
What are the two people talking about?



두 사람은 전화를 끊은 후에 무엇을 할 거예요?
What are the two people going to do after hanging up?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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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4과ㆍ불고기를 해 먹는 게 어때요?

1

2

3

Part 2

지금 시간은 언제예요?
What time is it now?

①

②

③

④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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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 씨는 퇴근을 하고 있어요.

O

X

2) 미카 씨는 집에서 불고기를 하고 있어요.

O

X

3) 대한 씨 혼자 마트에 들를 거예요.

O

X

미카 씨와 대한 씨는 무엇을 살 거예요? 두 가지를 고르세요.
What will Mika and Daehan buy? Choose two answers.

간장

고추장

된장

크림소스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소고기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81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대한마트에서 추석을 맞아 특별한 할인 행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부 양념과 고기 가격을 할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읽어 보세요.
- 기간 : 9월 1일~9월 7일
- 할인율 : 양념 10%, 고기 20%
양념 : 간장, 고추장
고기 : 돼지고기, 닭고기
※ 빨리 오시는 100분께는 선물도 드립니다.
대한마트로 오세요!

추석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할인율 the rate of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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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ㆍ불고기를 해 먹는 게 어때요?

1

Part 2

무엇이 할인이 돼요?

What will be discounted?

일 부
.
2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entence to Fill in the blanks.

마트에서 할인
받았어요?

                      

① 간장하고 야채를 샀는데 간장만 할인을 했어요.
② 오늘은 9월 6일이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③ 닭고기를 샀는데 닭고기는 할인을 안 해요.
④ 돼지고기 값이 10,000원인데 9,000원에 샀어요.

3

9월 3일에 대한마트에서 쇼핑을 했어요. 무엇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I went shopping at Daehan Supermarket on September 3. What can I get a discount on?

①

②

③

④

크림소스

고추장

소고기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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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오늘 저녁에 친구와 불고기를
해 먹고 싶어요.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답하세요.

                                                                                                                           

불고기를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요. 어디에 가서
뭘 살까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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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ㆍ불고기를 해 먹는 게 어때요?

Part 2

쓰기 Writing

1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무엇을 샀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You went shopping at the supermarket. What did you buy?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추석을 맞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양념은 간장을 사고 식재료는 돼지고기를
샀어요. 간장은 8,000원인데 10%를 할인
받았어요. 돼지고기는 9,000원인데 20%를
할인 받았어요. 그래서 간장과 돼지고기 모두
7,200원에 샀어요. 싸게 사서 기분이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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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
●

외식과 주문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외식과 주문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주문     
식기
● 계산
●
●

문법

-을게
● -기
●

Grammar

주문할게요
I’d like to order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

여러분은 한국 식당에서 무엇을 먹고 싶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주문 Order

예약 reservation
이 메뉴는 예약하셔야 돼요.

You have to make a reservation for this menu.

주문 order
저희 주문할게요.
We’d like to order.

취소 cancel
메뉴 하나는 취소하고 싶어요.
I’d like to cancel one menu.

포장 to-go, take-out
이 음식을 포장해 주세요.
Can I take this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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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ㆍ주문할게요

Part 1

식기 Plate

접시 plate
이 접시에 음식을 담으세요.
Put the food on this plate.

숟가락 spoon
숟가락 좀 바꿔주세요.
Please change the spoon.

젓가락 chopsticks
젓가락으로 자장면을 먹어요.
I eat jajangmyeon with chopsticks.

수저 spoon & chopsticks
여기 수저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a set of spoon & chopsticks.

계산 Pay

계산 bill
다 먹었으니까 계산을 할까요?

Since we’re done eating, shall we pay our bill?

영수증 receipt
영수증을 드릴까요?
Would you like a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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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주문할게요 I’d like to order
저희 주문할게요.
We’d like to order.

뭘 드릴까요? What can I get for you?
주문하시겠어요? 뭘 드릴까요?

May I take your order? What can I get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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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ㆍ주문할게요

Part 1

반찬이 나오다 get banchan (side dishes)
밥하고 다섯 가지 반찬이 나왔어요.
We got rice and five different side dishes.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91

문 법 Grammar
-을게

가: 지금 통화할 수 있어?
나: 지금은 나가야 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의미

동사 뒤에 붙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나 약속을 나타냅니다.
It comes after a verb to indicate a will or promise to do something in the future.

Meaning

형태
Form

동사 + -을게

Verb + -을게

받침 O

먹다

받침 X

하다

ㄹ 받침

팔다

연습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

1

가: 이 문제는 누가 풀어볼까요?
나: 제가                            . (풀어보다)

2

가: 오늘 파티에 몇 시에 올거야?
나: 9시까지는                            .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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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게

5과ㆍ주문할게요

Part 1

-기

가: 지금 사는 동네는 어때요?
나: 집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어서 살기가 편해요.

의미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 그것이 명사로 기능함을 나타냅니다.
It comes after a verb or adjective to indicate that it functions as a noun.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 -기

Verb, Adjective + -기

받침 O

먹다

먹기

받침 X

만나다

만나기

연습Ⅱ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

1

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공부 다 했어요?
나: 아니요.                              싫어서 잠깐 나왔어요.
곧 들어갈 거예요. (공부하다)

2

가: 발이 아파서                             힘들어요. (걷다)
나: 그럼 운동화를 사러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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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접시

2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수저

숟가락

젓가락

영수증

알맞은 말을 빈칸에 채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filling in the blank with the right word from the <Example>.
보기

먹기

먹은

가: 배불러서 다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 포장을 해서 가져갈까요?
가: 네, 포장해 가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금만 시켜요.
나: 맞아요. 마지막 메뉴는 취소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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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먹을 수

5과ㆍ주문할게요

3

Part 1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hoose the right words from the <Example> and fill in the blanks.
보기

1)

드릴게요

드린다

드릴까요

가: 나타샤 이름으로 5시에 2명 예약했어요.
나: 제가 자리로 안내해                             .

2)

가: 뭘                              ?        
나: 비빔밥하고 불고기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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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두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 two people at?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Who are they talking with?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96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5과ㆍ주문할게요

1

지금 나타샤 씨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Natasha now?

①

②

한식집
③

양식집
④

중식집

2

3

Part 2

일식집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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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타샤 씨는 메뉴 두 개를 시켰어요.

O

X

2) 된장찌개는 먹기에 매울 수 있어요.

O

X

3) 나타샤 씨와 친구는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O

X

나타샤 씨와 친구는 얼마를 내야 해요?

How much does Natasha and her friend need to pay?

① 10,000원
② 11,000원
③ 12,000원
④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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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년 ◯◯월 ◯◯일 ◯요일, 날씨: 맑음

한국 여행 첫날. 드디어 한국 식당에 갔다. 한국 식당에는 신기한
것이 많다. 하나는 주문할 때 벨을 사용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몰라서
주문하기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정말 편했다. 또 메뉴를 두 가지
시켰는데 반찬이 다섯 가지가 나왔다. 계산할 때 보니까 반찬은 다
공짜였다! 내일 또 한국 식당에 가고 싶다.

벨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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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ㆍ주문할게요

1

Part 2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한국 식당은 어땠어요? How was the Korean restaurant?

한국

2

식당에는

.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entence to fill in the blank.

메뉴를 정한 후에
주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① 주문은 기계로 하시면 돼요.
② 식탁 위에 있는 벨을 눌러주세요.
③ 주문할 때 계산도 같이 해주세요.
④ 이제 곧 식당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다음에 와주세요.

3

오늘 한국 식당에서 먹은 음식을 고르세요.

Choose the food they ate at a Korean restaurant today.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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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식당에서 주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답하세요.

                                                                                                                           

음식이 많이 남아서
집에 가져 가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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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ㆍ주문할게요

Part 2

쓰기 Writing

1

여러분 나라의 식당에서는 어떻게 주문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How do you order at a restaurant in your home country?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스페인 식당에서는 보통 사람을 불러서
주문을 한다. 그래서 직원이 온 후에 주문을
할 수 있다. 또 스페인에서는 점심에 3가지
코스 메뉴를 싸게 먹을 수 있다. 주문한 메뉴와
함께 음료도 공짜로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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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제 Comprehension Practice

[1~10]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7

청소를 좀 하세요. 방이 너무                          .

것을 고르세요.

① 밝아요
③ 깨끗해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① 기차표

1

제주도에 가려고                 을/를 샀어요.
✔

② 항공권

① 커요
③ 짧아요

10

② 작아요
④ 많아요

올해 동생이 태어났는데 정말                          .
① 잘해요
③ 시원해요

② 쉬워요
④ 귀여워요

② 쇼핑할까요  
④ 취소할까요

② 높으니까
④ 안개가 끼니까

② 식탁
④ 젓가락

 료수 2병을 사니까 1병을                      으로/로
음
주었어요.
① 양념
③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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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는 예전에는 머리가 길었는데 지금은
                         .

[11~18]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Use
<Example> as a reference.

반찬을                    에 담아서 드세요.  
①국
③ 접시

6

② 할인해서
④ 만들어서

② 피곤해서
④ 복잡해서

 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감기
낮
조심하세요.  
① 강하니까
③ 쌀쌀하니까

5

9

쯔엉 씨가 못 오니까 음식 하나를                      ?
① 예약할까요
③ 계산할까요

4

② 태풍
④ 햇빛

① 좋아서
③ 가까워서

고추장을 많이                     매워요.
① 넣어서
③ 주문해서

3

 이 너무                         찾아오는 것이
길
힘들었어요.

④ 영수증

 가 많이 오고 바람도 부네요.                      이/가
비
오고 있어요.
① 안개
③ 구름

2

③ 시간표

8

② 더러워요
④ 시끄러워요

② 마트
④ 공짜

보기

누구                 그 말을 들었어요?

① 께                        ② 께서

11

✔

③ 밖에             ④ 한테서

가: 어젯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나: 많이                              .
① 피곤합시다
③ 피곤하겠어요

② 피곤할까요
④ 피곤하지 않아요

초급 2·1과~5과

12

가: 축구를 좋아해요?
나: 축구                       안 좋아하지만 보는 것은
좋아해요.
① 하는데     
③ 하는 것은

13

14

가: 명동에 옷 가게가 많이 있어요. 가영 씨                   
들었어요.
나: 그런데 명동은 너무 복잡해요.
①에
③ 에서

16

② 하고
④ 한테서

가: 귀걸이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나: 강남에 한번                      .  강남에 귀걸이
가게가 많아요.
① 가네요
③ 가 보세요

17

② 가까워야 돼요
④ 가깝지 못해요

② 께서
④ 한테서

[19~20]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main idea of the text. Use <Example> as a
reference.

가: 집에서 학교까지 5분 걸려요.
나: 와, 집이 아주                      .
① 가깝네요
③ 가깝고 싶어요

15

② 올게요
④ 오지 않아요

가: 어머니                      자주 전화를 해요?
나: 아니요, 바빠서 자주 전화를 못해요.
①께
③ 밖에

② 하려고
④ 하기 전에

가: 내일은 지각하지 마세요.
나: 알겠어요. 내일은 일찍                      .
① 오네요
③ 오겠네요

18

Part 3

보기

① 취미

19

✔

② 주문

③ 약속

④ 휴가

삼 만 원 받았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① 계산
③ 선물

20

비빔밥하고 김치찌개 주세요. 그리고
음료수도 하나 주세요.

② 취소
④ 장소

 트에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사요. 야채도
마
사요.
① 양념
③ 식기

② 할인
④ 식재료

② 가는데요
④ 가지 않아요

가: 프엉 씨가 누구예요?
나: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이 프엉
씨예요.
① 낮은
③ 높은

② 빠른
④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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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휴가 계획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휴가 계획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날짜
● 관광·여행
●

문법

Grammar

-기로 하다
● -은 적이 있다
●

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How did you decide to spend your vacation?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어디에 가고 싶어요?

●

여러분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날짜 Date

하루 a day
하루 동안 방을 청소해요.
I clean my room for a day.

이틀 two days
이틀 동안 수영을 배워요.
I learn swimming for two days.

사흘 three days
사흘 동안 시험을 봐요.
I take the test for three days.

106

6과ㆍ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Part 1

관광·여행 Tourism·Travel

해외여행 overseas trip
이번에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I’m going on an overseas trip this time.

항공권 flight ticket
항공권을 싸게 샀어요.

I bought my flight ticket at a cheap price.

기차표 train ticket
기차표를 샀어요.
I bought a train ticket.

경치 scenery
경치가 아름다워요.
The scenery is beautiful.

관광 sightseeing
거기에 가서 관광을 할 거예요.
I’m going to go sightseeing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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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계획)을 세우다 make (a plan)
휴가 계획을 다 세웠어요.
I’ve made all my vacation plans.

부럽다 envy
와, 부러워요.
Wow, I env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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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ㆍ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Part 1

(정보)를 알아보다 look up (information)
항공권을 알아봤어요.
I looked up an airline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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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기로

하다
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나: 도서관 어때요?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해요.

의미

어떤 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할 것을 계획하거나 결정함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a plan or decision over whether to carry out a specific action.

Meaning

형태
Form

동사 + -기로 하다

Verb + -기로 하다

받침 O

앉다

앉기로 하다

받침 X

가다

가기로 하다

연습Ⅰ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우리 같이 걸을까요?
나: 좋아요. 한강까지                                . (걷다)

2

가: 내일 9시에 만날까요?
나: 9시는 너무 빨라요. 10시에                                . (만나다)

3

가: 여름휴가 때 어디에 갈 거예요?
나: 저는 한국에                                .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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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ㆍ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은

Part 1

적이 있다
가: 불고기 먹어 봤어요?
나: 네, 불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의미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It is used to talk about an incident or experience from the past.

Meaning

형태

동사 + -은 적이 있다/-ㄴ 적이 있다

Form

Verb + -은 적이 있다/-ㄴ 적이 있다

받침 O

먹다

먹은 적이 있다

받침 X

보다

본 적이 있다

ㄹ 받침

만들다

만든 적이 있다

!
불규칙동사 예시
듣다 : 들은 적이 있다     눕다 : 누운 적이 있다     짓다 : 지은 적이 있다

  

연습Ⅱ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한복을 입어 봤어요?
나: 아니요. 한복을                                    . (입다)

2

가: 한국에 가 봤어요?
나: 네, 한국에                                    . (가다)

3

가: 샤오위 씨 소식을                                    ? (듣다)
나: 네, 어제 샤오위 씨 소식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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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word from the <Example> to fill in the blanks.
보기

사흘

하루

①                    전에 수영을 배웠어요.
②                    동안 시험을 봐요.
③                    동안 여름휴가를 가요.

2

질문을 읽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ques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여름 휴가 때 무엇을 할 거예요?
① 유명한 관광지예요.              
② 기차표를 샀어요.
③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④ 관광을 할 거예요.

2)

가: 제주도에 배를 타고 갈까요?
① 제주도 여행은 즐거워요.
② 제주도 여행 계획을 다 세웠어요.
③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와요.  
④ 아니요, 비행기를 타기로 해요.

3) 가: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① 9시에 약속이 있어요.          
② 여행을 가기로 해요.
③ 내일 8시에 만나기로 해요.    
④ 와, 부러워요.
112

이틀

6과ㆍ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3

Part 1

대화를 읽고 ‘-은 적이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하세요.
Read the conversation and fill in the blank using ‘-은 적이 있다/없다.’

1)

가: 세계 여행을                                  ? (하다)
나: 아니요, 없어요.

2)

가: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가 봤어요?
나: 네, 한라산에                                  . (가다)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3) 가: 기차를                                  ? (타다)
나: 아니요, 기차를                                  . (타다)

관광지 a tourist spot
관광객 to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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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름휴가에 무엇을 할까요?
What do you want to do for this summer vacation?



여름휴가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for your summer vacation?



여러분은 부산을 알아요? 부산에 가 봤어요?
Do you know Busan? Have you been to Busan?

사비나 씨와 후안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Sabina and Juan are talking.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보내다 spend
부산 Busan

114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6과ㆍ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1

2

3

Part 2

사비나 씨와 후안 씨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세요.
Choose what Sabina and Juan are talking about.

① 한국의 관광지

② 항공권 구매

③ 휴가 계획

④ 약속 정하기

후안 씨가 갈 장소로 알맞은 곳을 모두 고르세요.
Choose all the places that Juan will go.

①

②

③

④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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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안 씨는 여름휴가에 부산에 가기로 했어요.

O

X

2) 사비나 씨는 부산에 간 적이 있어요.

O

X

3) 사비나 씨는 한국에서 바다에 간 적이 있어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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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저는 이번 여름휴가 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갈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제주도에 다녀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광고를 보고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유 관광을 할 때 부모님께서 가고 싶으신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유채꽃을 구경할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유명한
성산일출봉도 등산할 겁니다. 등산을 하고 바다도 구경할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의 경치를 구경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유 free, freedom

116

Part 2

6과ㆍ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1

부모님께서는 제주도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Have your parents ever been to Jeju island?

아 니 요,

제 주 도 에
.

2

3

제주도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in Jeju island?

①

②

③

④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s to fill in the blanks.

4월 5일

날짜

4월 6일

4월 7일

①

③

⑤

②

④

⑥

계획

자유 관광
유채꽃 구경

바다 구경
등산

제주도 도착
인천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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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이번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대답하세요.

                                                                                                                           

한국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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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ㆍ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Part 2

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이번 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How did you decide to spend your vacation?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부산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에 부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가서 바다에 갈 겁니다.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갈 겁니다. 해운대에서 수영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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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
●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병원     
증상
● 치료
●
●

문법

-게
● -지 말다
●

Grammar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Don't eat too much cold food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

여러분은 병원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병원 Hospital

내과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가요.

I have a stomachache so I will go to the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치과 dentist
이를 뽑으러 치과에 가요.

I will go to the dentist to pull out my tooth.

증상 Symptoms

기침 cough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나요.
I have a cough because I caught a cold.

두통 headach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이 생겼어요.
I got a headache because of stress.

배탈 stomachache
매운 음식을 자주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I got a stomachache because I eat spicy food too often.

재채기 sneeze
봄에 꽃가루가 날려요. 재채기가 나요.

I’m sneezing because of the pollen flying around in spring.

콧물 runny nose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와요.

I have a runny nose because I caught a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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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ㆍ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Part 1

열 fever
감기에 걸려서 몸에서 열이 나요.
I have a fever because I caught a cold.

치료 Treatment

치료 treatment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The doctor will give you treatment.

감기약 cold medicine
감기에 걸렸어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요.
I caught a cold, so I will buy cold medicine at the pharmacy.

소화제 digestive medicine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I had indigestion, so I took digestive medicine.

수술 operation
큰 병이 있네요. 빨리 수술하세요.

You have a serious disease. You have to get an operation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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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어떻게 오셨어요? What brought you here?
어떻게 오셨어요? 배가 아파서 왔어요?
What brought you here? Do you have a stomachache?

감기에 걸리다 catch a cold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요.
I caught a cold, so I have a runny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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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ㆍ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Part 1

소화가 되다 digestion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소화가 잘 돼요.
Light exercise after a meal helps 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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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게

가: 집이 너무 추워요.
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닫으세요.

의미

어떤 행동의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the purpose or result of an action.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 -게

Verb, Adjective + -게

받침 O

작다, 먹다

작게, 먹게

받침 X

크다, 가다

크게, 가게

연습Ⅰ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

1

가: 사진을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찍다)
나: 알겠어요, 선생님. 금방 가요.

2

가: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늦을 것 같아요.
나: 그럼                             택시를 타는 게 어때요?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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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Part 1

말다
가: 사진을 찍지 마세요.
나: 안내 글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의미

어떤 행위의 금지를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a restriction on an action

Meaning

형태
Form

동사 + -지 말다

Verb + -지 말다

받침 O

먹다

먹지 말다

받침 X

하다

하지 말다

연습Ⅱ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

1

가: 지금 빨래를 할까요?
나: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 (하다)

2

가: 밤에 시험공부를 하려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나: 커피를 너무 많이                                .
건강에 안 좋아요.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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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onnect the right one.

1)

치과

①

2)

콧물

②

③

3) 감기약

2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choosing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보기

먹지 마세요

먹기로 해요

가: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나: 어제부터 콧물이 나고 열도 많이 나요.
가: 어디 한번 볼게요. 음, 감기네요.   
약을 드릴 건데 너무 졸리면 점심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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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 보세요

7과ㆍ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3

Part 1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by selecting the correct answer from the <Example>.

1)

가: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

2)

말해 주세요

제가

크게

들을 수 있게

가:                                                                                                      .

한 입만

먹어 보게

맛있어 보이는데

주세요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129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What do you do when you are sick?



병원에 가 본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a hospital?

쯔엉 씨가 병원에 갔어요. 쯔엉 씨와 의사 선생님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Truong went to see a doctor. Listen carefully to Truong and his doctor's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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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7과ㆍ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1

2

3

Part 2

지금 쯔엉 씨는 어때요?

How is Truong’s condition now?

①

②

③

④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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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쯔엉 씨는 약국에 왔어요.

O

X

2) 쯔엉 씨는 목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O

X

3) 의사 선생님은 쯔엉 씨에게 소화제를 주었어요.

O

X

쯔엉 씨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르세요.
Choose the food that Truong can eat.

쯔엉 씨 간식으로
뭐를 먹을래요?
저는 목이 아파서

                    

①

②

③

④

을/를 먹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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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김세종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세요. 샤오위입니다. 제가 어제 수업에 못 갔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아침에 갑자기 두통이 생기고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은 감기약을 먹어서 괜찮습니다. 다음 수업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께 dear
올림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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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위 올림

7과ㆍ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1

샤오위는 지금 어때요?

How is Xiaoyu's condition now?

지 금 은
먹 어 서
2

Part 2

을
괜 찮 습 니 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Choose the right word to Fill in the blanks.

어제 수업에 샤오위 왔어?
아니, 샤오위는 어제
                                          

① 배탈이 나서 수업에 못 왔어.
② 수술이 있어서 수업에 못 왔어.
③ 늦게 일어나서 수업에 못 왔어.
④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서 수업에 못 왔어.

3

어제 샤오위의 하루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List what Xiaoyu did yesterday in order of time.

①

②

③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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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여기는 병원이에요. 지금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어디가 아파요?

대답하세요.

                                                                                                                           

배탈이 난 친구가 있어요.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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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쓰기 Writing

1

오늘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You couldn't go to school today because you were sick. What did you do?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두통이
있었다. 머리가 아픈데 열도 났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열이 내려가게 감기약을 주었다. 집에서
쉬고 약을 먹으니까 이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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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영화 예매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영화 예매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영화 예매
● 감정 표현
●

문법

-을래
● 밖에
●

Grammar

오늘 저녁에 뭐 할래요?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여러분은 영화를 예매한 적이 있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영화 예매 Reserve a movie ticket

예매 reserve
영화 표는 제가 예매할게요.
I’ll reserve the movie tickets.

시간표 schedule
영화 시간표를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the movie schedule.

자리 seat
자리가 없어요.

There are no seats available.

평일 weekday
평일이라서 표가 많아요.

There are a lot of tickets avaliable because it's a weekday.

휴일 holiday
휴일에 영화 볼까요?

Shall we watch a movie during the holiday?

무료 free
한 명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One person can watch fo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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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ㆍ오늘 저녁에 뭐 할래요?

Part 1

팔리다 sell
표가 다 팔렸어요.
The tickets are sold out.

남다 be left
시간이 남았어요.
There’s time left.

감정 표현 Emotion

무섭다 scary
이 영화는 정말 무서워요.
This movie is really scary.

지루하다 boring
영화가 좀 지루했어요.
The movie was a bit 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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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그럼) 지금 바로 (then) right now
(그럼) 지금 바로 예매할 수 있는 영화는 뭐예요?
(Then) What movie can I book right now?

얼른 가져올게요 I’ll bring [something] right away.
얼른 노트북을 가져올게요.
I’ll bring the laptop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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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예매

(표)를 예매하다 to book (a ticket)
휴대 전화로 영화 표를 예매했어요.
I booked movie tickets on my cell phone.

‘예매하다’와 ‘예약하다’
● 영화
●

표/항공권/기차표/입장권…을/를 예매하다

식당/숙소/자리…을/를 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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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을래

가: 오늘 영화 볼래?
나: 좋아. 무서운 영화 볼래.

의미
Meaning

형태

어떤 일이나 선택에 대해 듣는 사람의 의사나 의향을 물음을 나타냅니다.
주로 비격식적인 구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It indicates a person’s intention or interests on a matter or a choice as a question.
It is widely used in informal speech.

동사 + -을래/-ㄹ래

Form

Verb + -을래/-ㄹ래

받침 O

먹다

먹을래

받침 X

가다

갈래

ㄹ 받침

만들다

만들래

!
불규칙에 유의한다.


돕다 → 도울래      걷다 → 걸을래      짓다 → 지을래

연습Ⅰ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1

가: 우리 저기                            ? (앉다)
나: 네, 좋아요. 저기 앉아요.

2

가: 내일 8시에 학교 앞에서                            ? (만나다)
나: 네, 좋아요. 8시에 만나요.

3

가: 김치를 한번                            ? (먹어 보다)
나: 아니요, 안                            .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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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밖에
가: 영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나: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가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것이 유일한 선택임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합니다.
It indicates that there are no chances of selecting different choice or that it is the only option.
It must be used right before an expression of denial.

명사 + 밖에

Noun + 밖에

받침 O

주말

주말밖에

받침 X

하나

하나밖에

연습Ⅱ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1

가: 두 자리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할래요?
나: 다음 시간 영화를 봐요.

2

가: 가방에 무엇이 있어요?
나: 가방 안에 책              없어요.

3

가: 교실에 학생이 많아요?
나: 아니요, 한 명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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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right word from the <Example> to fill in the blanks.
보기

2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지루하다

대화를 읽고 ‘-을래’를 사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Read the conversation and use ‘-을래’ to fill the right words in the blanks.

1)

가: 내일 같이 영화를                            ? (보다)
나: 네, 좋아요. 같이 시간표를 보고 정해요.

2)

가: 휴대폰으로 예매                            ? (하다)
나: 아니요, 매표소에 가서 예매해요.
한 장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3) 가: 휴일에 한강에                            ? (가다)
나: 네, 좋아요. 같이 한강에 가요.

144

무섭다

8과ㆍ오늘 저녁에 뭐 할래요?

3

Part 1

문장을 보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Read the sentence and choose the right answer.

1)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①

2)

②

옷을 세 벌밖에 못 팔았어요.
①

②

3) 평일밖에 표가 없어요.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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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같이 데이트를 해요.
A boy and a girl go out on a date together.



만나면 보통 뭐 해요? 영화를 봐요?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meet someone? Do you watch movies?

샤오위 씨와 민국 씨가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Xiaoyu and Minguk are talking.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찾아보다 look for
표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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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8과ㆍ오늘 저녁에 뭐 할래요?

1

두 사람은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모두 고르세요.

What are the two people going to do this evening? Choose all that apply.

①

②

저녁을 먹어요
③

여행을 가요
④

책을 읽어요

2

3

Part 2

영화를 봐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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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샤오위 씨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거예요.

O

X

2) 샤오위 씨가 영화표를 예매했어요

O

X

3)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O

X

<보기>에서 알맞은 내용을 골라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choosing the right answer from the <Example>.
오늘 저녁에 우리 뭐 할래요?

보기

저녁 먹고 같이 영화 볼까요?

① 두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1)

② 얼른 영화표를 예매해요!

2)

③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예매할게요.

3)

④ 이 영화 볼래요?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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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나탸샤 씨, 우리 화요일에 영화 볼래요?
이번에 하는 영화를 나타샤 씨와 함께 보고 싶어요. 인기가
많은 영화라서 자리가 많이 안 남았어요. 휴일에는 자리가
없어서 평일에 봐야 해요.
평일에 같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화요일 오전에만 자리가
있어요.  다섯 자리밖에 안 남아서 빨리 예매해야 돼요.
연락 주세요 :)

인기 popularity

148

8과ㆍ오늘 저녁에 뭐 할래요?

1

Part 2

평일에 자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How many seats are left on the weekdays?

평 일 에
안

2

남 았 습 니 다.

나타샤 씨가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When can Natasha watch the movie?

① 목요일 오전 9시 50분
② 일요일 오후 5시 10분
③ 화요일 오전 9시 50분
④ 월요일 오후 5시 30분

3

맞는 것에 V 하세요.

Check the correct answer (mark V).

저는 나타샤 씨와 (
(

평일

지금 (

평일

휴일)에 영화를 보고 싶어요.

휴일)에는 자리가 없어서 (
다섯

평일

휴일)에 영화를 봐야 해요.

열다섯) 자리밖에 안 남아서 빨리 예매를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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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대답하세요.

                                                                                                                           

언제 영화를
보고 싶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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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쓰기 Writing

1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지금 몇 자리가 남았어요? 찾아 보세요.
그리고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at movie do you want to watch? How many seats are left right now? Try searching it up.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지루한 영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영화를 친구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같이 영화
볼래?” 물어봤습니다. 친구도 그 영화를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자리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
빨리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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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휴일에 하는 활동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휴일에 하는 활동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여가
● 빈도
●

문법

-는데 ②
● 마다
●

Grammar

주말마다 산에 가요
I go to the mountains every weekend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휴일에 무엇을 해요?

●

이번 휴일에 계획이 있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여가 Leisure

낚시 fishing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예요.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경기 game
주말에 같이 운동 경기를 보러 갈래요?

Do you want to go to the sports game together this weekend?

소풍 picnic
주말에 공원으로 소풍 갈래요?

Would you like to go on a picnic to the park this weekend?

부지런하다 diligent
정말 부지런하네요.
You’re very diligent.

귀찮다 feel lazy
나가기 귀찮아요.
I feel lazy to go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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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Frequency

가끔 sometimes
가끔 한국 음식을 먹어요.
I sometimes eat Korean food.

늘 always
늘 한국어 공부를 해요.
I always study Korean.

거의 almost
주말에는 거의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I almost always see my friends on the weekends.

매주 every
매주 주말에 친구를 만나요.
I meet my friend every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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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사람 / 동물)이랑 같이 with (people / animals)
친구랑 같이 영화를 봐요.
I watch movies with my friend.

하지만 but (however)
저는 한국어를 잘해요. 하지만 영어는 잘 못해요.
I’m good at Korean, but I’m not good at English.

156

9과ㆍ주말마다 산에 가요

Part 1

(인물/사물/활동)에 관심이 있어요/없어요/많아요
be interested in/not interested in/very interested in

저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어요.
I’m interested in Korean food.

저는 여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I’m not interested in traveling.

저는 요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I’m very interested in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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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 는데

가: 저기에서 후안 씨가 운동을 해요.
나: 후안 씨가 운동을 잘하는데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어떤 사실을 말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거나 그것에 대해 감탄할 때 사용합니다.
It is used when waiting for the other person’s reaction or to display admirationwhen talking
about a fact.

동사 + -는데

Verb + -는데

받침 O

먹다

먹는데

받침 X

가다

가는데

ㄹ 받침

만들다

만드는데

형용사 + -ㄴ데/-은데

Adjective + -ㄴ데/-은데

받침 O

작다

작은데

받침 X

크다

큰데

ㄹ 받침

멀다

먼데

!
예외적인 형태 변화

연습Ⅰ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오늘 날씨가 정말                           . (춥다)

2

가: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나: 와, 정말                           . (예쁘다)

3

가: 우리 이 영화 볼래요?
나: 아니요, 저는 무서운 영화를 못                           .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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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재미있다

재미있는데

맛없다

맛없는데

9과ㆍ주말마다 산에 가요

Part 1

마다
가: 주말에 무엇을 해요?
나: 저는 주말마다 등산을 해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비슷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또는 각 상황이 되풀이됨을
나타냅니다.
It is used to indicate that all the circumstances are similar, or each situation repeats every time.

명사 + 마다

Noun + 마다

받침 O

아침

아침마다

받침 X

자리

자리마다

연습Ⅱ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무엇이 힘들어요?
나: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2

가: 텔레비전이 교실에 있어요?
나: 네, 텔레비전이 교실                           있어요.

3

가: 버스가 몇 분                            와요?
나: 버스가 십 분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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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달력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빈칸에 쓰세요.

Look at the calendar, choose the right word from the <Example>, and fill in the blanks.
보기

거의

늘

가끔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해요.
주말에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축구 경기를 봐요.

2

대화를 읽고 ‘-는데’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답하세요.
Read the conversation and answer the question using ‘-는데.’

1)

가: 지금 낚시하러 갈래요?
나: 아니요, 비가                              . (오다)

2)

가: 주말에 소풍 갈래요?
나: 아니요,                              . 집에서 쉴래요. (귀찮다)

3) 가: 저는 운동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나: 정말                              . (부지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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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t 1

문장을 보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Read the sentence and choose the right answer.

1)

교실마다 학생이 있어요.
①

2)

②

한 달마다 한 번씩 시험을 봐요.
①

②

3) 매주 수요일마다 치킨을 먹어요.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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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주말마다 무엇을 해요?
What do you do every weekend?



매주 주말마다 그것을 해요?
Do you do it every weekend?



매주 주말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Is there something you do every weekend?

후안 씨와 나타샤 씨가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Juan and Natasha are talking.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요즘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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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Link

9과ㆍ주말마다 산에 가요

1

2

3

Part 2

후안 씨는 주말마다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Juan do every weekend?

①

②

③

④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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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안 씨와 나타샤 씨는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을 해요.

O

X

2) 요즘 날씨가 추워요.

O

X

3) 나타샤 씨는 요즘 농구 경기를 보러 가요.

O

X

맞는 것에 V 하세요.

Check the correct answer (mark V).

후안 씨는 (

주말  

평일)마다 등산을 해요.

후안 씨는 나타샤 씨와 함께 등산을 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나타샤 씨는 날씨가
(

추워서  

더워서) 가기 싫어해요. 나타샤 씨는 요즘 (

농구  

축구)

경기를 보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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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이번 달은 주말마다 정말 바빠요.
이번 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농구 경기를 보러 가요. 둘째 주 토요일
에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친구와
쇼핑하기로 했어요. 넷째 주 토요일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전주로 농구
경기를 보러 가요. 그리고 그다음 날까지 전주 여행을 할 거예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일요일마다 운동도 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주말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164

9과ㆍ주말마다 산에 가요

1

일요일마다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she do every Sunday?

일 요 일 마 다
2

3

Part 2

을

해 요.

이번 달에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What did she not do this month?

①

②

③

④

글을 읽고 <보기>에서 알맞은 계획을 골라 달력에 쓰세요.

Read the text, choose the right plan from the <Example> and write it on the calendar.
보기

① 농구 경기 보기

② 영화 보기

③ 쇼핑 하기

④ 여행 하기

⑤ 운동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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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주말마다 무엇을
해요?

대답하세요.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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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주말마다 무엇을 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at do you do every weekend?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요즘 축구경기를 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축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러 가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응원해서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치킨도
먹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또 축구를 보러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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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
●

학교생활과 규칙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학교생활과 규칙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자기소개     
기숙사
● 수업
●
●

문법

Grammar

-을 것
● -을 수밖에 없다
●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Be quiet after 10 p.m.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요?

●

여러분 학교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자기소개 Self-introduction

교환학생 an exchange student
올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요.

I’m going to Korea as an exchange student this year.

대학원 graduate school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원을 갈 거예요.

I’m going to graduate school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전공 major
후안 씨는 전공이 뭐예요?
What is your major, Juan?

학년 grade
벌써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돼요.

First grade is already over, and I am moving onto second grade.

학기 semester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를 시작했어요.
After a vacation, new semester started.

수업 Class

출석하다 attend
학생들이 날마다 수업에 출석해요.
Students attend class every day.

결석하다 absent
오늘 아파서 수업에 못 가고 결석했어요.
I was absent from class today because I was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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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지각 late
버스가 늦게 와서 수업에 지각했어요.
I was late for class because the bus came late.

성적 grade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I studied hard and got good grades.

기숙사 Dormitory

규칙 rule
기숙사에서는 규칙을 지켜 생활해요.
I live by the rules in the dormitory.

안내문 guide
학교에 처음 와서 학교생활 안내문을 받았어요.
안내문

It’s my first time at school and I got a school guide.

게시판 bulletin board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학교 게시판을 봤어요.

I checked the school bulletin board because I had a question.

모임 gathering
다음 주에 기숙사 식당에서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요.
I’ll gather with my friends at the dormitory restaurant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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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회사에 취직하다 get a job at a company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로 전공을 정했어요.
I decided to major in Korean to get a job in a Korea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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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성적이 좋다/나쁘다 good/bad grades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I got a scholarship because of my good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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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을

것
<숙제>

40쪽까지
풀어올 것

의미

40쪽까지 풀어올 것

명령이나 지시를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an order or an instruction.

Meaning

형태
Form

동사 + -을 것

Verb + -을 것

받침 O

먹다

받침 X

하다

ㄹ 받침

만들다

먹을 것

연습Ⅰ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오늘은 4교시까지.
점심 먹고 집으로                            . (가다)

2

다이어트!
냉장고 열기 전에 한 번 더                           .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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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Part 1

수밖에 없다
가: 부산에 가야 하는데 기차를 탈까요,
    비행기를 탈까요?
나: 기차표가 없어서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의미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거나 당연한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that there was no other option, or it was a matter of course.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 -을 수밖에 없다

Verb, Adjective + -을 수밖에 없다

받침 O

먹다

받침 X

하다

수밖에 없다

ㄹ 받침

놀다

수밖에 없다

먹을 수밖에 없다

연습Ⅱ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왜 1년 늦게 대학에 들어왔어요?
나: 작년에 시험을 못 봐서 늦게                                              . (들어오다)

2

가: 어제 입은 옷을 왜 다시 입었어요?
나: 빨래를 못해서 다시                                              . (입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175

어휘 및 문법 연습

1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출석

2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결석

게시판

안내문

성적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
보기

1)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가: 왜 한국어 고급 수업을 안 들어요?
나: 한국어를 잘 못해서                                               .

2)

가: 이 수업은 대학원 수업이 아닌데 왜 들어요?
나: 다른 수업은 신청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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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들을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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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t 1

메모를 보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picture according to the note.

①

②

①

②

①

②

1)

사진을
찍지 말 것

2)

과제를
이메일로 보낼 것

3)

11시 이후에
조용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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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기숙사에 산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lived in a dormitory?



여러분의 기숙사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What rules did you have in your dormitory?

후안 씨와 샤오위 씨가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Juan and Xiaoyu are talking.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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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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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Part 2

지금 두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Where are the two people currently living?

①

②

③

④

집

기숙사

호텔

병원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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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주 토요일 낮에 파티를 할 거예요.

O

X

2) 기숙사에서는 언제나 파티를 할 수 있어요.

O

X

3) 샤오위 씨와 후안 씨는 기숙사 밖으로 나가서  파티를 할 거예요.

O

X

적절한 그림을 골라 대화를 완성해보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selecting the correct picture.

오늘 기숙사에
놀러 가려면 언제
가야 하나요?

①

②

              시 전에
와야 해요.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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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한국어 수업을 신청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에서
많은 것을 얻어 가기를 바랍니다. 또, 아래 규칙을 잘 지키기를 바랍
니다.
첫째, 결석이 3번 이상인 경우 F. (지각 3번은 결석 1번)
둘째, 매주 숙제는 수업 시작 1시간 전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낼 것.
셋째, 매주 수업에 최선을 다할 것.
그럼 다음 주 첫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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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0과ㆍ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1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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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수업을 들으려면 미리 신청해야 해요.

O

X

2) 지각을 3번 하면 F를 받아요.

O

X

3) 수업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O

X

숙제는 언제까지 내요?

When is my homework due?

숙 제 는
.
3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entence to Fill in the blanks.

숙제는 어디로
내야 해?

숙제는
                         

① 전공 학과 사무실에 내야 해.
② 교수님 연구실로 내야 해.
③ 온라인 게시판에 내야 해.
④ 수업 시작 1시간 전까지 교수님께 직접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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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학교 기숙사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대답하세요.

                                                                                                                           

배가 고픈데 기숙사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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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쓰기 Writing

1

대학교에서 첫 수업을 들었어요.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You took your first class at the university. What were the rules you had to follow?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오늘 대학교에서 첫 수업을 들었어요. 이 수업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결석이 3번이거나 지각이 9번인 경우 F. 둘째, 숙제는 수업이
시작하기 1시간 전까지 낼 것. 셋째, 수업에 최선을 다할 것.
앞으로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숙제도 잘 내고 수업도 열심히
들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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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제 Comprehension Practice

[1~10]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7

 는 운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지만                  
저
에는 꼭 운동을 해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

② 항공권

③ 시간표

④ 영수증

8

 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매일 두
저
시간씩 공부해요.  
①늘
③ 가끔

감기에 걸려서                    을/를 해요.
① 기침
③ 콧물

② 두통
④ 배탈

9

① 관광
③ 여행

도서관에서 지켜야 되는                    이/가
있어요?
① 모임
③ 성적

6

② 결석
④ 지각

 번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미리 계획을                       .

① 슬퍼서
③ 지루해서

② 무서워서
④ 재미있어서

[11~18]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Use
<Example> as a reference.

② 부러웠어요
④ 연락했어요

누구                 그 말을 들었어요?

① 께                        ② 께서

11

✔

③ 밖에             ④ 한테서

가: 오늘 숙제는 새로 나온 단어 5번 쓰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어떻게 써요?
나: 새로 나온 단어를 5번                    .

표가 다 팔리고 한 장만                       .
① 썼어요
③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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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잠을 자고 싶었어요.

보기

① 세웠어요
③ 예매했어요

② 정보
④ 경치

② 치료
④ 소화제

 침에 늦게 일어나서 수업에                      
아
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① 출석
③ 학기

5

10

콧물이 나와서                      을/를 먹었어요.
① 수술
③ 감기약

4

② 규칙
④ 게시판

② 거의
④ 매주

제주도는                    이/가 아름다워요.

2

3

② 내일
④ 지금

제주도에 가려고                 을/를 샀어요.

① 기차표

1

① 하루
③ 휴일

② 남았어요
④ 빌렸어요

①쓸것
③ 쓰네

② 쓸게
④ 쓸까

초급 2·6과~10과

12

가: 잘 들려요?
나: 안 들려요.                         이야기해 주세요.  
① 큰데
③ 크지만

13

② 크게
④ 크려고

가: 이 분이 제 아버지세요.
나: 와, 정말                        .
① 멋있겠네요
③ 멋있지만요

가: 창문을 닫을까요?
나: 더우니까 창문을                        .

[19~20]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main idea of the text.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① 닫네요
③ 닫기로 해요

15

① 취미

19

② 먹을까요
④ 먹어 본 적이 있어요

 : 우리 주말에 같이 밥을 먹어요.
가
나: 좋아요. 이 식당 음식이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식당에                        ?
① 가 볼게요
③ 가 주세요

17

② 닫아 보세요
④ 닫지 마세요

가: 삼겹살을                        ?
나: 아니요, 삼겹살을 안 먹어 봤어요.
① 먹어요
③ 먹는데요

16

② 멋있을래요
④ 멋있으신데요

가: 카드로 계산할까요?
나: 네,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
① 계산해 보세요
② 계산하지 마세요
③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④ 계산한 적이 있어요

14

18

Part 3

② 가 볼래요
④ 갈 것 같아요

✔

② 주문

③ 약속

④ 휴가

오늘은 이 지역의 음식을 먹어 보고 유명한
장소에도 가기로 했어요.
① 여가
③ 관광

20

비빔밥하고 김치찌개 주세요. 그리고
음료수도 하나 주세요.

② 경치
④ 예매

 번 방학 때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날마다
이
한 시간씩 한국어 공부도 할 거예요.
① 계획
③ 감정

② 정보
④ 취미

가: 주말에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나: 저는 요즘 주말                    산에 가요.
① 마다
③ 에서

② 하고
④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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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대화를 듣고 말할 수 있다.
●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
● 동작
●

문법

-다가
● 에서부터
●

Grammar

약속 장소에 가다가
돌아왔어요
I came back on my way to the meetup location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 Easy-to-lose items

지갑 wallet
지갑에 돈이 있어요.
I have money in my wallet.

우산 umbrella
비가 와서 우산을 썼어요.

I used an umbrella because it was raining.

휴대 전화(휴대폰) cell phone
휴대폰이 안 보여요.
I can’t find my cell phone.

신분증 ID card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an I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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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ㆍ약속 장소에 가다가 돌아왔어요

Part 1

동작 Movements

잃어버리다 lose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wallet.

찾다 find
버스 정류장에서 제 우산을 찾았어요.
I found my umbrella at the bus stop.

걸어오다 walk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I walked all the way here.

멈추다 stop
멈추고 돌아왔어요.
I stopped and came back.

가져오다 bring
지갑을 가져왔어요.
I brought my wallet.

적다 write
이름을 적으세요.
Write down you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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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뭐 좀 물어볼게요 Let me ask you something
저기요, 뭐 좀 물어볼게요.

Excuse me, let me ask you something.

돈을 내다 pay
택시에서 돈을 냈어요.
I paid in a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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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ㆍ약속 장소에 가다가 돌아왔어요

Part 1

경찰서에서 경찰에게 뭔가 묻는
삽화 필요

(장소)에 두다 leave at (place)
노트북을 책상에 두고 왔어요.
I left my laptop on my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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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다가

가: 숙제를 다 했어요?
나: 아니요, 어젯밤에 숙제를 하다가 잤어요.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위나 상태로 바뀜을 나타냅니다.

의미

It indicates the end of an action or state which changes into a different action or state.

Meaning

동사, 형용사 + -다가

형태
Form

Verb, Adjective + -다가

받침 O

먹다

먹다가

받침 X

가다

가다가

연습Ⅰ ‘-다가’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Use ‘-다가’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왜 일찍 일어났어요?
나: 잠을                            너무 더워서 일찍 일어났어요. (자다)

2

가: 아이가 왜 울어요?
나: 아이가                            넘어져서 울어요. (놀다)

3

가: 저 어젯밤에 하나도 못 잤어요.
나: 왜요?
가: 옆집 아기가 밤에 계속 울었어요.
낮에는                              밤에 항상 울어요.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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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에서부터
가: 이 기차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나: 서울에서부터 출발해요.

의미

어떤 행위나 상태가 시작되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the place or time where/when an action or state starts.

Meaning

형태
Form

명사 + 에서부터

Noun + 에서부터

받침 O

집

집에서부터

받침 X

학교

학교에서부터

연습Ⅱ ‘에서부터’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Use ‘에서부터’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여기서 제주도까지 몇 시간 걸려요?
나: 서울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한 시간 걸려요.

2

가: 이 기차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나: 부산                           왔어요.

3

가: 한국어 수업 시간이 언제예요?
나: 수업 시간은 9시                           1시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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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가방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보기>를 보고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What’s in the bag? Look at the <Example> and write the correct words.
보기

우산

지갑

신분증

휴대폰

①                                   

②                                   

④                                   

③                                   

2

<보기>를 보고 ‘-다가’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Look at the <Example> and complete the sentence by using ‘-다가.’
보기

1)

오다

내다

가: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나: 네, 학교에                            집에 가서 가지고 왔어요.

2)

가: 뭐 좀 물어볼게요. 병원에 어떻게 가요?
나: 쭉                            멈추세요. 왼쪽에 병원이 있어요.

3) 가: 언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나: 택시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194

가다

11과ㆍ약속 장소에 가다가 돌아왔어요

3

Part 1

문장을 보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Look at the sentence and choose the correct picture.

1)

가: 이 서류를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적으세요.
①

2)

②

가: 첫 번째 줄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 파란 의자를 두세요.
①

②

3) 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왔어요.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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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lost anything?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If you lost something. What should you do?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저기요…

바로 immediately
기억나다 remember

196

기억이 안 나다 don’t (can’t) remember

11과ㆍ약속 장소에 가다가 돌아왔어요

1

2

3

Part 2

대한 씨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What did Daehan lose?

① 우산

② 신분증

③ 지갑

④ 휴대폰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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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 씨는 약속 장소에 가고 있었어요.

O

X

2) 대한 씨는 집에서부터 걸어왔어요.

O

X

3) 대한 씨는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O

X

다음의 대화를 순서대로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following conversation in order of time.
보기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1)1)

① 언제 잃어버렸어요?

2)

②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3)

③ 약속 장소에 가다가 알았어요.
④ 그래서 바로 이곳으로 왔어요.

4)

⑤ 모르겠어요. 그런데 택시를 탔어요.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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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이 글은 대한 씨의 일기입니다. 일기를 잘 읽고 답하세요.
This is Daehan’s diary. Read the diary and answer the questions.

오늘 오후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오늘은 아침부터 힘든 날이었다.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집으로 갔다. 지갑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만났다.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갔다. 그때 휴대폰이
없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시 식당으로 갔다. 하지만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다. 식당에서부터 카페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가 봤다. 하지만 그 길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오늘은 정말 슬프고 힘든 날이었다.

힘든 날 a hard (rough) day
걸어왔기 때문에 because I wal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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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ㆍ약속 장소에 가다가 돌아왔어요

1

Part 2

대한 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어갔습니까?
From where and to where did Daehan walk?

에 서 부 터
까 지

2

3

걸 어 갔 어 요.

대한 씨가 잃어 버린 물건은 무엇입니까?
What’s the item that Daehan lost?

① 우산

② 신분증

③ 지갑

④ 휴대폰

두 개의 박스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Check the correct answer.

저는 오늘 (

가방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

휴대폰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집에 갔어요.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

식당

집)에서부터 (

공원

카페)까지

걸어갔어요.
그때 (

휴대폰

가방)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식당에도 가고 그 길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요. 오늘은 너무
슬프고 힘든 날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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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대답하세요.

                                                                                                                           

물건을 잃어버린 후에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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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ㆍ약속 장소에 가다가 돌아왔어요

Part 2

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Have you ever lost something? What did you lose?
When and where did you lose it? What did you do?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찾으려고 집에서부터 카페까지 걸어간
길을 다시 가봤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찾지 못했
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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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대인 관계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대인 관계에 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대인 관계
● 성향
●

문법

-은
● -어 주다
●

Grammar

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What kind of person do you like, Savina?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

여러분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대인 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성격 personality
제 친구는 성격이 좋아요.
My friend has a good personality.

거짓말 lie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You shouldn’t lie to your friends.

돕다 help
제 친구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이에요.
My friend often helps others.

믿다 believe
그 사람은 거짓말을 자주 해서 이제 믿을 수 없어요.
I can’t believe this person anymore because he lies too often.

화나다 angry
친구가 거짓말을 해서 화났어요.
I was angry because my friend lied.

204

12과ㆍ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Part 1

성향 Characters

착하다 nice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I like nice people.

친절하다 kind
백화점에 있는 점원이 아주 친절해요.
The clerk in the department store is very kind.

부지런하다 diligent
동생은 매일 6시에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My little brother is a diligent person who gets up at 6 o’clock every day.

똑똑하다 smart
제 친구는 똑똑해서 공부를 아주 잘해요.
My friend is smart, so he studies very well.

게으르다 lazy
저는 조금 게을러서 친구들보다 숙제를 늦게 시작해요.
I’m a little lazy, so I start my homework later than my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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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약속)을/를 지키다 keep one’s promise
저는 친구와 한 약속을 꼭 지켜요.

I always keep my promise with my friend.

성격이 좋다 have a good personality
내 친구는 성격이 아주 좋아요.
My friend has a very good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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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12과ㆍ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Part 1

-은

가: 지난 주말에 본 영화 재미있었어요?
나: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의미
Meaning

형태

동사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 주게 만듭니다.
동사에 ‘–은’이 붙으면 과거에 일어난 행동을 나타냅니다.
It is attached to a verb to decorate the noun.
If ‘-은’ is attached toa verb, it indicates an action that happened in the past.

동사 + -은/ㄴ

Form

Verb + -은/ㄴ

받침 O

먹다

먹은

받침 X

가다

간

ㄹ 받침

살다

산

연습Ⅰ ‘-은’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using ‘-은.’

1

가: 어디에 가요?
나: 어제                            옷이 작아서 바꾸러 가요. (사다)

2

가: 이 사진은 언제 찍었어요?
나: 작년에 제주도에서                            사진이에요. (찍다)

3

가: 도서관에 가서 뭐 공부할 거예요?
나: 오늘 수업에서                            내용을 복습할 거예요. (배우다)

4

가: 대한 씨가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만들다)
나: 그래요? 많이 있으니 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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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어

주다
가: 책이 많아서 무거워요.
나: 제가 좀 들어 줄게요.

가: 누나, 엄마 생신 선물로 뭐 살 거야?
나: 나는 화장품을 사 드릴 거야.

의미
Meaning

‘–어 주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때 씁니다.  
‘-어 주다’ indicates doing an action for someone else.

It is usually usedwhen asking for help or to say you would do something for others.

형태
Form

208

동사 + -어 주다/-아 주다

Verb + -어 주다/-아 주다

‘ㅏ’, ‘ㅗ’ X

들다

들어 주다

‘ㅏ’, ‘ㅗ’ O

닫다

닫아 주다

-하다

말하다

말해 주다

12과ㆍ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Part 1

연습Ⅱ 그림을 보고 ‘-어 주다’를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omplete the sentence by using ‘-어 주다.’

1

가: 다음 주 제 생일 파티에                                . (오다)
나: 고마워요. 꼭 갈게요.

2

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추워요.
나: 잠깐만요. 제가 창문을                                . (닫다)

3

가: 어제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나: 그래요? 빨리                                       . 듣고 싶어요. (이야기하다)

4

가: 한국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나: 내가 좀                                ? (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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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Connect the right one.

①

똑똑하다

②

약속을 잘 지키다
1)

이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요.
③

믿다

④

친절하다

①

성격이 좋다

②

착하다
2)

이 사람은 매일 아침 6시에
운동해요.

③

거짓말하다

④

부지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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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ㆍ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2

Part 1

그림을 보고 순서대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by looking at the picture and arranging the words in order.

1)

화가 났어요.

친구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킨

                                                                                                           

2)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어제 본

                                                                                                           

3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choosing the right one from the <Example>.
보기

1)

-은

-ㄴ

-아 줘요

-어 줘요

-해 줘요

가: 우리가 어제                            식당 이름이 뭐였지요? (가다)
나: 세종식당이에요.

2)

가:  샤오위 씨, 민국 씨가 왜 좋아요?
나: 제 말을 잘                            . 그래서 좋아요. (듣다)

3) 가: 지훈 씨 누나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나: 맞아요. 누나가 제 방 청소도 자주                            . (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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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What kind of people do you like?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What kind of person is your friend?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212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12과ㆍ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1

Part 2

사비나 씨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What kind of person does Sabina like?

친절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재미있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2

후안 씨가 소개하고 싶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Juan wants to introduce his friend to Sabina. Describe Juan’s friend.

친절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재미있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

저는 이런 친구를 소개할 거예요.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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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안 씨는 사비나 씨와 같이 아르바이트 해요.

O

X

2) 후안 씨는 사비나 씨에게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O

X

3) 후안 씨는 친절한 친구가 있어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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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저는 오늘 제 친구를 소개할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은 마르코예요.
우리는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마르코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마르코는 아주 친절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마르코는 지금 한국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코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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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2과ㆍ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1

마르코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What kind of person is Marco?

하 고

2

3

한 국 말 을

.

이 글에 나온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what was stated in the text.

① 마르코 씨가 잘하는 것

② 마르코 씨의 친구 이름

③ 마르코 씨 친구의 성격

④ 마르코 씨가 좋아하는 것

마르코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What kind of person is Marco? Pick all the right ones.

① 한국 친구가 있어요.

② 식당에서 일했어요.
③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④ 한국말을 못해요.

마르코
⑤ 친절하지 않아요.

⑥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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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해요?

대답하세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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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ㆍ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Part 2

쓰기 Writing

1

새로 생긴 한국 친구에게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해 보세요. 그 이유를 써 보세요.
소개하고 싶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Introduce your friend to your new Korean friend. Why do you want to introduce him/her?
What kind of person is the friend you want to introdu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사비나 씨를 소개하고 싶어요.
사비나 씨는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항상 웃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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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집안일에 관한 대화를 듣고 말할 수 있다.
● 집안일에 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

집안일
문법

Grammar

-는 동안에
● -으면서
●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게 어때?
Why don’t we share the housework?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보통 언제 집안일을 해요?

●

집안일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집안일 Housework

빨래 laundry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빨래를 할 거예요.

I’m going to do the laundry today because the weather is nice.

요리 cooking
누나가 만드는 요리는 모두 맛있어요.
All my sister cooks is delicious.

설거지 washing dishes
저녁을 먹은 후에 설거지를 했어요.
I washed the dishes after eating dinner.

세탁기 washing machine
빨래하려고 옷을 세탁기에 넣었어요.

I put my clothes in the washing machine to do laundry.

청소하다 clean
저는 청소하는 것을 좋아해요.
I like cleaning.

정리하다 organize
지금 옷을 정리하고 있어요.
I’m organizing my clothe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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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ㆍ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게 어때?

Part 1

표현 Expressions

(창문)을/를 닦다 clean (a window)
오늘 오후에 창문을 닦았어요.
I cleaned the window this afternoon.

(세탁기)을/를 돌리다 run (the washing machine)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할 거예요.

I’m going to run the washing machine and clean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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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집안일을 하다 do housework
우리 가족은 요즘 바빠서 주말에만 집안일을 해요.

My family is busy these days so we only do the housework during the weekends.

집안일을 나누다 share the housework
저는 동생과 집안일을 나눠서 해요.
I share the housework with my younger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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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쓰레기를 버리다 throw away the trash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세요.
Throw away your trash in the trash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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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는

동안에
가: 누나, 집안일 하는 거 나도 같이 할게.  
나: 고마워. 내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
너는 청소를 해 줘.

가: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나: 네, 천천히 하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보고 있을게요.

의미

어떤 동작이 계속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an action continues.

Meaning

형태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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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 -는 동안에

Verb + -는 동안에

받침 O

먹다

먹는 동안에

받침 X

가다

가는 동안에

ㄹ 받침

살다

사는 동안에

13과ㆍ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게 어때?

Part 1

연습Ⅰ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Link the two sentences into on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동생이 요리를 하다. 오빠가 방을 청소합니다.
→ 동생이 요리를 하는 동안에 오빠가 방을 청소합니다.

1

아기가 잠을 자다. 엄마가 조용히 청소를 할 거예요.
→ 아기가 잠을                                 엄마가 조용히 청소를 할 거예요.

2

선생님을 기다리다.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 선생님을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3

책을 읽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 책을                                 음악을 들었습니다.

4

한국에서 살다.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 한국에서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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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으면서

가: 민국 씨,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나: 저녁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볼 거예요.

가: 나타샤 씨는 요리를 잘 해요?
나: 아니요. 잘 못해요.
그래서 요리책을 보면서 만들어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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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거나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유지될 때 사용합니다.
It indicates that two or more actions ar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It is used when two actions ar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or two states are maintained
at the same time.

동사, 형용사 + -으면서/-면서

Verb, Adjective + -으면서/-면서

받침 O

먹다, 좋다

먹으면서, 좋으면서

받침 X,

가다, 친절하다,

가면서, 친절하면서,

ㄹ 받침

살다, 멀다

살면서, 멀면서

이다

가수, 학생

가수이면서/면서, 학생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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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습Ⅱ ‘-으면서’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Use ‘-으면서’ to link the two sentences into one.

보기

1

-으면서

-면서

밥을 먹다. 전화를 하다.
→ 밥을                            전화를 해요.

2

빨래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 빨래를                            설거지를 해요.

3

한국에 살다. 여행을 하다.
→ 한국에                            여행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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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2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그림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어머니가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요.

O

X

2)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O

X

3) 가족들이 집안일을 나눠서 해요.

O

X

‘-는 동안에’나 ‘-으면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Use ‘-는 동안에’ or ‘-으면서’ to complete the sentence.

–는 동안에

–으면서

1)

아기가                                  집안일을 해요. (자다)

2)

주말에는 책을                                  쉬어요. (읽다)

3) 저는 설거지를                                  음악을 들어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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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t 1

<보기>의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the words in the <Example>.
보기

1)

정리하다
보다

마시다
돌리다

–는 동안에

–으면서

가: 제가 그릇을                                                   이 쓰레기를 버리고 와 주세요.
나: 네, 알겠어요.

2)

가: 카페에서 뭐 했어요?
나: 친구들이 커피를                                                  저는 숙제를 했어요.

3) 가: 쯔엉 씨, 요리를 잘 해요?
나: 아니요. 잘 못해서 요리책을                                                   요리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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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 보통 집안일을 스스로 해요?
Do you usually do the housework on your own?

여러분의 가족은 집안일을 나눠서 해요?

  

Does your family share the housework?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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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13과ㆍ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게 어때?

1

두 사람은 각각 무엇을 하려고 해요? <보기>의 단어를 알맞은 칸에 쓰세요.

What are they planning to do? Write the correct word from the <Example> to fill in the blanks.
보기

2

3

Part 2

빨래하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창문 닦기

지훈

지연

→

→

요리하기

대화에서 나오지 않은 집안일을 고르세요.

Choose the housework that wasn’t mentioned in the conversation.

①

②

③

④

창문 닦기

빨래하기

설거지하기

요리하기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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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님이 두 사람에게 집안일을 부탁했어요.

O

X

2) 지훈 씨는 음악을 들으면서 빨래했어요.

O

X

3) 지연 씨는 빨래와 요리를 할 거예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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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이것은 엄마가 지연 씨에게 남긴 메모입니다. 메모를 잘 읽고 답하세요.
This is a note that Jiyeon’s mother left for her. Read the note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지연아,
엄마가 아빠하고 며칠 동안 할머니께 다녀올 거야.
할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지금 가야 해.  엄마 없는 동안에
네가 요리 좀 해줘. 동생하고 밥 잘 먹고 방 정리도 부탁해.
그리고 요즘 저녁에 쌀쌀하니까 밤에는 창문도 잘 닫고 자.
서로 도와주면서 지내고,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다녀오다 go and come back      
갑자기 suddenly  
편찮다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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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사랑하는 엄마가

부탁하다 to ask for
쌀쌀하다 chilly
언제든지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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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 씨는 엄마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What does Jiyeon need to do while her mother is away?

를

해야

그리고

2

Part 2

해 요.
도

해야

해 요.

요즘 밤에 날씨가 쌀쌀해요. 그래서 엄마가 지연 씨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어요?
It’s chilly at night these days. So what did Jiyeon’s mother ask her to do?

① 요리를 해요.
② 창문을 닫아요.
③ 쓰레기를 버려요.
④ 엄마께 전화를 해요.

3

엄마가 지연 씨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What did Jiyeon’s mother ask her to do? Pick all the right ones.

요리를 해요

동생과 병원에 가요

빨래를 해요

밤에 창문을 닫아요

방 정리를 해요

할머니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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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집에 있는 동안에
뭐해요?

대답하세요.

                                                                                                                           

어떤 집안일을
자주 해요?

대답하세요.

                                                                                                                           

234

13과ㆍ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게 어때?

Part 2

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어떤 집안일을 좋아하고, 어떤 집안일을 싫어해요?

What kind of housework do you like and what kind of housework do you hat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를 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는
정말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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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
●

편의 시설 이용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편의 시설 이용에 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
●

편의 시설
편의 시설 이용
문법

Grammar

-지     
-기 때문에
● -음
●
●

한국에서 찜질방은
처음인데요
It’s my first time going to a jjimjilbang in Korea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

스포츠 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편의점을 자주
이용해요?

●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

여러분은 어떤 편의 시설을 이용해 보고 싶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편의 시설 Amenities

편의점 convenience store
저는 편의점에서 일해요.
I work at a convenience store.

찜질방 jjimjilbang (sauna)
친구들과 찜질방에서 계란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놀았어요.
I hung out with my friends eating boiled eggs and drinking beverage at a
jjimjilbang.

목욕탕 public bath
찜질방에서 논 후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After spending time in jjimjilbang, I went to the public bath and took a bath.

스포츠 센터 sports center
주말에는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해요.
I work out at the sports center during the weekends.

주차장 parking lot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어요.
I parked my car in the parking lot.

엘리베이터 elevator
화장실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There’s an elevator next to the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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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편의 시설 이용 Using amenities

이용하다 use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Students in our school can use this bicycle.

편리하다 convenient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리해요.
This building is convenient because it has an elevator.

불편하다 uncomfortable
신발이 불편해서 발이 아파요.

My feet hurt because my shoes were un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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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무료로 이용하다 use for free
찜질방을 이용하시면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You can use the public bath for free if you pay for the jjimjilbang.

(엘리베이터)을/를 타다 tak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아주 편리해요.
It’s very convenient to take the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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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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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지?

가: 편의점은 밤에도 문을 열지요?
나: 네. 편의점은 보통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듣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믿고 물어보거나 말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듯이 물어볼 때 씁니다.
It is used to ask someone believing that he/she knows something or toconfirm that the other
person knows a certain fact.

동사, 형용사 + -지? Verb, Adjective + -지?
받침 O

닫다, 덥다

닫지?, 덥지?

받침 X

가다, 예쁘다

가지?, 예쁘지?

연습Ⅰ ‘-지’를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using ‘-지.’

1

가: 지훈 씨는 지금                                ? (운동하다)
나: 네. 지금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2

가: 밖에 날씨가                                ? (흐리다)
나: 네. 오늘은 날씨가 흐려요.

3

가: 대한 씨는                                ? (한국 사람이다)  
나: 네.  대한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4

가: 쯔엉 씨는 김치 잘                                ? (먹다)
나: 아니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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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기

때문에
가: 저녁에 영화 보러 같이 갈래요?
나: 미안해요. 숙제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못 가요.

의미

앞의 내용이 뒤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씁니다.
It is used when the foregoing statement is a reason or cause of the following statement.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 -기 때문에

Verb, Adjective + -기 때문에

받침 O

먹다, 덥다

먹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받침 X

가다, 예쁘다

가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연습Ⅱ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making a sentence that indicates the reason.

1

가: 산책하러 지금 나갈까요?
나: 잠깐만요. 비가                                 우산을 가져가야 해요. (오다)      

2

가: 공부를 하러 어디에 가요?
나: 도서관에 자리가                                 공부하러 카페에 가요. (없다)             

3

가: 이 식당은 손님이 항상 많네요.
나: 여기는 음식이                                 손님이 많아요. (맛있다)

4

가: 박물관에 들어갈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나: 네. 우리는                                 무료예요.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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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음

가: 가영 씨는 매일 고양이를 안고 다니네요.
가영 씨가 고양이를 좋아하지요?  
나: 네. 가영 씨는 고양이를 좋아함이 분명해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만들어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게 만듭니다.
It makes the verb or adjective into the form of a noun to make the word to be used as a noun
within the sentence.

동사, 형용사 + -음/ㅁ

Verb, Adjective + -음/ㅁ

받침 O

먹다, 작다

먹음, 작음

받침 X

가다, 예쁘다

감, 예쁨

ㄹ 받침

만들다

만듦

연습Ⅲ 다음 문장을 ‘-음’을 사용하여 메모를 해 보세요.
Try taking note of the following sentence using ‘-음’.

1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2

친구 이름은 제임스예요.

3

한 시간 후에 다시 전화할 거예요.

1

친구에게서 전화가                                   .

2

친구 이름은                                   .

3

한 시간 후에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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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244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Connect the right one.

1)

찜질방

①

2)

엘리베이터

②

3) 스포츠 센터

③

4) 주차장

④

14과ㆍ한국에서 찜질방은 처음인데요

2

‘-기 때문에’를 사용하여 두 상황을 연결해서 말해 보세요.

Use ‘-기 때문에’ to connect the two situations.

1)

엘리베이터를

① 건강해요.

탔어요.

2)

목욕했어요.

② 빨리 올라왔어요.

3) 요즘 스포츠 센터에서

③ 물건을 사기가 편해요.

운동해요.

4) 편의점이 있어요.

3

Part 1

④ 몸이 깨끗해요.

이유를 말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Make a sentence that tells the reason.

1)

가: 지훈 씨, 오늘도 스포츠 센터에 가지요?
나: 아니요. 오늘은                                       스포츠 센터에 안 가요. (일요일이다)

2)

가: 새로 이사 간 집은 좋지요?
나: 엘리베이터가                                       좀 불편해요. (없다)

3) 가: 이 아이도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지요?
나: 아니요. 아직                                       찜질방에 못 들어갑니다. (어리다)
4) 가: 여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지요?
나: 죄송합니다. 지금 차가                                       안 돼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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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찜질방에 가 봤어요? 어땠어요?
Have you ever been to a jjimjilbang? How was it?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찜질방에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in the jjimjilbang?

나타샤 씨가 찜질방에 갔어요. 나타샤 씨와 종업원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Natasha went to a jjimjilbang. Listen carefully to Natasha and the employee’s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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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과ㆍ한국에서 찜질방은 처음인데요

1

2

Part 2

들은 대화에서 나온 것을 모두 고르세요.
Choose all you heard from the conversati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나타샤 씨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고르세요.
Choose what Natasha should do in order.

찜질방에
들어가요.

샤워해요.

옷장 열쇠랑
옷을 받아요.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어요.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요.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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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타샤 씨는 옷장 열쇠를 받았어요.

O

X

2) 신발은 옷장 안에 같이 넣어야 해요.

O

X

3)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목욕탕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어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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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찜질방 이용 안내
세종찜질방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을 꼭 읽어 주세요.
1. 한 사람이 수건을 두 장씩 쓸 수 있음.
2. 찜질방을 이용하시면 목욕탕과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3. 찜질방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음. (2층 식당을 이용해야 함)
4. 아이들은 어른들과 같이 다녀야 함.
5. 문제가 있으면 1층 사무실(02-123-4567)로 연락!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두 장씩 two at a time
이용하다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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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과ㆍ한국에서 찜질방은 처음인데요

1

찜질방 손님은 사우나를 얼마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How much can a sauna be used for guests at the jjimjilbang?

사 우 나 를

2

3

Part 2

이 용 합 니 다.

이 글에 나온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what was mentioned in the article.

① 수건 받는 곳

② 찜질방에서 조심할 것

③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

④ 찜질방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이 찜질방에서 손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Choose all the guest can't do in this jjimjilbang.

목욕탕을
이용해요.

한 사람이
수건을
세 장 써요.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에
연락해요.

아이들이
목욕탕에서
혼자 다녀요.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먹어요.

2층
식당에서
음식을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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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어떤 편의
시설(장소)을
이용해 봤어요?

대답하세요.

                                                                                                                           

왜 찜질방에 갔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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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쓰기 Writing

1

한국 사람들은 왜 찜질방에 많이 갈까요? 그 이유를 써 보세요.

Why does a lot of Koreans go to the jjimjilbang? Write down the reason.
보기

찜질방에 가서 찜질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가족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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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배달 음식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배달 음식에 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배달 음식 주문
● 수량 명사
●

문법

에다가
● -으면
●

Grammar

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I’d like to order two chickens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배달 음식을 주문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주문해요?

●

주로 어떤 음식을 주문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배달 음식 주문 Ordering delivery food

짜장면 jjajangmyeon
이사하는 날에는 주로 짜장면을 먹어요.
I usually eat jjajangmyeon on the moving day.

짬뽕 jjamppong
짬뽕은 맵지만 맛있어요.
Jjamppong is spicy but delicious.

치킨 chicken
한강 공원에서 치킨을 먹었어요.
I ate chicken at Hangang Park.

피자 pizza
친구들과 집에서 피자를 먹고 놀았어요.
I ate pizza and had a good time with my friends at home.

배달 delivery
인터넷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You can order delivery food online.

현금 cash
여행을 가려고 은행에서 현금을 많이 찾았어요.
I’m going on a trip, so I withdrew a lot of cash.

카드 card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해요.
I use my card more than cash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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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ㆍ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Part 1

수량 명사 Quantity nouns

개 piece, unit
햄버거를 다섯 개 샀어요.
I bought five hamburgers.

명 person, people
학생이 세 명 있어요.
There are three students.

마리 (number of animals)
치킨을 두 마리 시켰어요.
I ordered two chickens.

그릇 bowl
짜장면 한 그릇과 짬뽕 두 그릇을 주문했어요.
I ordered a bowl of jjajangmyeon and two bowls of jjampp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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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음식)을/를 시키다 order (food)
식당에서 짬뽕을 시켰어요.

I ordered jjamppong at the restaurant.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집에서 학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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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ㆍ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Part 1

길이 막히다/차가 밀리다 The road is jammed with
출퇴근 시간에는 길이 막혀요/차가 밀려요.
The road is jammed with traffic during rush hours.

(카드)으로/로 계산하다 pay by (card)
카드로 계산할 수 있어요?

Can I pay by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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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에다가
가: 쯔엉 씨는 한국어를 정말 잘하지요?
나: 네, 쯔엉 씨는 한국어에다가
중국어까지 잘해요.

가: 무슨 음식을 주문할까요?
나: 짜장면에다가 짬뽕 하나를 시켜 주세요.

의미

어떤 것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an addition on top of something.

Meaning

형태
Form

258

명사 + 에다가

Noun + 에다가

받침 O

책

책에다가

받침 X

한국어

한국어에다가

ㄹ 받침

휴일

휴일에다가

15과ㆍ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Part 1

연습Ⅰ 그림을 보고 ‘에다가’를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에다가.’

1

가: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요?
나:                                                    까지 해서 조금 바빠요.
(과제, 아르바이트)

2

가: 과자 좀 더 드실래요?
나: 아니요.                                          까지 먹어서 너무 배가 불러요.    
(밥, 케이크)

3

가: 쇼핑을 많이 했네요?
나: 네, 백화점이 할인을 해서                                          까지 샀어요.
(옷, 운동화)

4

가: 바깥 날씨가 어때요?
나:                                          까지 불어서 날씨가 안 좋아요.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비, 바람)

과제 assignment, homework
바깥 outside

할인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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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으면

가: 지훈아, 집에 언제 갈 거야?
나: 수업이 끝나면 바로 갈 거야.

가: 사비나 씨, 아직 점심을 안 먹었으면
저랑 같이 먹어요.
나: 그래요.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의미

어떤 일에 대한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a condition or an assumption about something.

Meaning

형태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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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형용사 + -으면/-면

Verb, Adjective + -으면/-면

받침 O

먹다, 작다

먹으면, 작으면

받침 X

가다, 크다

가면, 크면

ㄹ 받침

살다, 멀다

살면, 멀면

15과ㆍ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Part 1

연습Ⅱ ‘-으면’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으면.’

보기

1

–으면

–면

비가 많이 와요.
→                                                배달을 할 수 없습니다.

2

시간이 있어요.
→                                                여행을 할 거예요.

3

돈이 많아요.
→                                                큰 집을 사고 싶어요.

4

머리가 아파요.
→                                                두통약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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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262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Connect the right one.

1)

① 짜장면

㉠ 그릇

2)

② 짬뽕

㉡ 마리

3)

③ 치킨

㉢명

4)

④ 햄버거

㉣개

15과ㆍ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2

Part 1

다음 단어들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in order using the following words.

1)

10분 뒤에

안 밀리면

차가

도착할 거예요.

                                                                                                                                                        

현금이

2)

계산하세요.

카드로

없으면

                                                                                                                                                        
3)

주문할 거예요.

피자까지

오늘은

치킨에다가

                                                                                                                                                        

3

그림을 보고 <보기>의 알맞은 단어를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for each picture.
보기

1)

막혀요
현금

시켜요
카드

걸려요
배달

–으면

에다가

가: 짜장면 한 그릇                       짬뽕 두 그릇 배달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시키면 시간이 얼마나                        ?
나: 30분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가: 우리 오늘 피자 시켜 먹을까요?
나: 퇴근 시간이라서 지금 시키                       길이                        .
조금 후에 시켜요.

3)

가: 지훈아, 나 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나: 미안, 나도 지금                       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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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 배달 음식을 주문해 본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ordered delivery food before?



어떤 음식을 주문했어요? 어떻게 주문했어요?
What food did you order? How did you order it?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서비스 service, complimentary

264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15과ㆍ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1

Part 2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세요.
Choose what the two people are talking about.

① 치킨 맛
② 치킨의 종류
③ 치킨 주문하기
④ 치킨 요리하는 방법

2

지훈 씨가 주문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What did Jihun order?

①

②

③

④
서비스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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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훈 씨는 치킨 2마리와 콜라를 주문했어요.

O

X

2) 지훈 씨는 1시간 40분 후에 치킨을 먹을 수 있어요.

O

X

3) 지훈 씨는 카드로 치킨을 살 거예요.

O

X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265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이것은 배달앱 광고문입니다. 광고를 잘 읽고 답하세요.
This is a delivery app advertisement. Read the advertisement and answer the questions.

맛있는 치킨을 집에서 먹고 싶은데 전화가 잘 안됩니까?
배달해요
그럼 이제 배달앱

배달해요

로 주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맛있는 치킨에다가 피자까지 한 번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문해 보세요. 처음 쓰시면 10%, 3번 쓰시면 2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주문하시고 할인 쿠폰 신청을 하면 쿠폰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해요

간단하다 simple
신청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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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나요!

15과ㆍ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1

배달앱으로 무엇을 합니까?

What do you do with the delivery app?

으로

2

Part 2

음식을

합 니 다.

이 글에 나온 것을 고르십시오.

Choose what was mentioned in the text.

① 배달앱을 만드는 방법
② 배달앱으로 계산하는 방법
③ 배달앱으로 할인 받는 방법
④ 배달앱에서 음식 고르는 방법

3

이 배달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description for this delivery app.

① 한 번에 하나의 음식을 주문해야 해요.
② 스마트폰으로 치킨을 주문할 수 있어요.
③ 처음 주문하는 사람은 10% 할인을 받아요.
④ 자주 이용하면 싸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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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보통 집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해요?
어떻게 주문해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집에 친구가
많이 올 거예요. 어떤
음식을 시키고 싶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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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ㆍ치킨 두 마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Part 2

쓰기 Writing

1

배달 음식을 주문해 봤어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어떤 방법을 좋아해요?
자기가 쓰는 방법을 친구에게 권해 보세요.
 ave you ever ordered delivery food before? How do you order delivery food?
H
Recommend your way of delivering food to a friend.
보기

배달앱을 사용하면 음식을 빠르고
편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주문하면 한국어로 말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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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제 Comprehension Practice

[1~10]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7

 라이드 치킨 두                    하고 콜라 하나
프
주세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

② 항공권

② 안경
④ 신분증

② 하고
④ 적고

9

② 지키는
④ 알아보는

 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집안일을
부
                    하자.
① 나눠서
③ 생겨서

10

② 더해서
④ 돌려서

 엉 씨는 아는 것이 정말 많아요.                    
쯔
사람이에요.
① 착한
③ 게으른

② 돌릴게
④ 버릴게

② 이용할
④ 잃어버릴

② 다녀와요
④ 갈아타요

 금 짜장면을 시키면 길이 막혀서 30분 정도
지
                   .
① 걸려요
③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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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돕는
③ 세우는

② 똑똑한
④ 친절한

[11~18]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Use
<Example> as a reference.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
① 편리해요
③ 이용해요

6

 는 성격이 좋고 약속을 잘                     사람을
저
좋아해요.

 발은 밖에 두면                     수 있기 때문에
신
저기 신발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① 찾을
③ 가져올

5

8

내가 세탁기를                  . 오빠가 설거지를 해 줘.
① 할게
③ 닦을게

4

④ 영수증

 구를 만나러 가다가 지갑을                     와서
친
다시 집으로 갔다.
① 주고
③ 두고

3

③ 시간표

                   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을 못 했어요.
① 우산
③ 휴대폰

2

②명
④ 마리

제주도에 가려고                 을/를 샀어요.

① 기차표

1

①번
③ 그릇

② 끝나요
④ 주문해요

보기

누구                 그 말을 들었어요?

① 께                        ② 께서

11

✔

③ 밖에             ④ 한테서

 : 한국어 수업이 언제예요?
가
나: 4시                    5시 30분까지예요.
①에
③ 에는

② 에게
④ 에서부터

초급 2·11과~15과

12

가: 이 사진 언제 찍었어요?
나: 작년에 친구하고 여행 가서                    
사진이에요.
① 찍는
③ 찍을

13

18

가: 음악을 듣는 것 좋아해요?
나: 네. 저는 특히 음악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가: 왜 커피를 안 마셔요?
나: 커피를                     잠을 잘 못 자요.
① 마시면
③ 마시는데

② 찍은
④ 찍고 있는

Part 3

② 마시지만
④ 마시면서

[19~20]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들으러
③ 들으면서

14

가: 어제 민지 씨 집에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나: 네. 재미있었어요. 민지 씨가 떡볶이도
                   .
① 만들어 줬어요
③ 만들기로 했어요

15

② 들으니까
④ 듣는데

② 만들어야 돼요
④ 만든 적이 있어요

Choose the main idea of the text.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① 취미

19

가: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나: 네,                    여기에 있는 책을 읽어도
되지요?
① 기다리지만
③ 기다리기 때문에

② 기다린 후에
④ 기다리는 동안에

16

가: 수지 씨, 오늘 많이 바빠요?
나: 네. 아르바이트                    친구와 약속도
있어서 바쁠 것 같아요.
① 부터
② 마다
③ 보다
④ 에다가

17

가: 와, 식당에 사람이 정말 많네요.
나: 이 식당은 비싸지만                   손님이 많아요.
① 맛있는데
③ 맛있어야 돼서

비빔밥하고 김치찌개 주세요. 그리고
음료수도 하나 주세요.
✔

② 주문

④ 휴가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피자나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요?
① 집안일
③ 배달 음식

20

③ 약속

② 한국 음식
④ 편의 시설

 은 밤에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늦
편리해요.
① 카페
③ 편의점

② 시장
④ 백화점

② 맛있기 때문에
④ 맛있을 수밖에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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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옷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옷에 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옷 종류
● 옷 쇼핑
●

문법

Grammar

처럼
● -어도 되다
●

이 원피스를
입어 봐도 돼요?
Can I try this dress on?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어떤 패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

여러분은 인터넷 쇼핑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옷 종류 Types of Clothes

원피스 dress
생일 선물로 원피스를 받았어요.
I got a dress for my birthday present.

바지 pants
오늘 백화점에 가서 바지를 샀어요.

I bought a pair of pants at the department store today.

치마 skirt
이 검정색 치마가 제일 예뻐요.
This black skirt is the prettiest.

티셔츠 T-shirt
나는 티셔츠가 편해요.

I feel comfortable with a T-shirt on.

정장 suit
이번 주말에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정장을 입을 거예요.
I’m going to wear a suit for my friend’s wedding this weekend.

코트 coat
날씨가 추워서 오늘은 코트를 입었어요.
I wore a coat today because of the cold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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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ㆍ이 원피스를 입어 봐도 돼요?

Part 1

옷 쇼핑 Shopping for Clothes

가격 price
이 신발은 가격이 비싸요.
These shoes are expensive.

사이즈 size
이 바지는 작아서 더 큰 사이즈로 바꾸고 싶어요.

The size of the pants is small, so I’d like to change them to a bigger size.

색깔 color
이 옷은 색깔이 아주 예뻐요.

The color of these clothes is very pretty.

디자인 design
이 디자인으로 다른 색 원피스를 보고 싶어요.
I’d like to see a different colored dress with thi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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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옷)을/를 입다 wear (clothes)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어요.
I wear thick clothes during winter.

(옷, 신발)을/를 벗다 take off (clothes/shoes)
한국은 집 안에서 신발을 벗어요.
Koreans take off their shoes inside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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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ㆍ이 원피스를 입어 봐도 돼요?

Part 1

(신발)을/를 신다 wear (shoes)
오늘은 예쁜 신발을 신었어요.
I wore pretty shoe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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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처럼
가: 리사 씨는 노래를 정말 잘 하네요.    
나: 맞아요. 꼭 가수처럼 노래를 하네요.

의미

어떤 모양이나 행동이 다른 것과 비슷하거나 같을 때 씁니다.
Used when a shape or an act is similar or the same as other one.

Meaning

형태
Form

명사 + 처럼

Noun + 처럼

받침 O

선생님

선생님처럼

받침 X

요리사

요리사처럼

연습Ⅰ <보기>와 같이 ‘처럼’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using ‘처럼.’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지훈 씨는 요리사처럼 요리를 잘 해요. (요리사)

1

쯔엉 씨는                               빨리 달려요. (운동선수)

2

나타샤 씨는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 사람)

3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해 주세요. (엄마)

4

지연 씨는                               옷을 멋있게 입네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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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ㆍ이 원피스를 입어 봐도 돼요?

-어도

Part 1

되다
가: 이 옷 한번 입어 봐도 돼요?   
나: 네. 저쪽에서 입어 보세요.

의미

어떤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 허락을 하거나 허락을 구할 때 씁니다.
Used to ask/grant permission for an act or a state.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 -어도 되다/-아도 되다
Verb, Adjective + -어도 되다/-아도 되다

‘ㅏ’, ‘ㅗ’ X

먹다, 멀다

먹어도 되다, 멀어도 되다

‘ㅏ’, ‘ㅗ’ O

가다, 작다

가도 되다, 작아도 되다

-하다

말하다

말해도 되다

연습Ⅱ ‘-어도 되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어도 되다.’

1

가: 여기에                              ? (앉다)
나: 네. 여기에 앉으세요.

2

가: 누나, 배고픈데 나 먼저 밥 먹을까?  
나: 그래. 나는 나중에 먹을게. 너 먼저                              . (먹다)

3

가: 선생님, 내일 학교에 안                              ? (오다)
나: 네. 내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4

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나: 아니요. 천천히                              . (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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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280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correct answers.

1)

정장

①

2)

티셔츠

②

3) 원피스

③

4) 치마

④

5) 바지

⑤

6) 코트

⑥

16과ㆍ이 원피스를 입어 봐도 돼요?

2

Part 1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omplete the sentence.

1)

냉장고 때문에

냉장고처럼

방이                                  시원해요.

2)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한테

리사 씨가                                  한국말을 잘해요.

3

<보기>의 표현을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words in <Example>.
보기

1)

코트
티셔츠

신발
정장

-아도 돼요
-해도 돼요

-어도 돼요
처럼

가: 낮에는 날씨가 여름                            덥네요.
나: 네, 이제                            을/를 벗어도 춥지 않아요

2)

가: 집 안에서                          을/를                            ? (신다)
나: 아니요. 집 안에서는 안 돼요.

3)

가: 결혼식에                         을/를 입고                           ? (가다)
나: 아니요. 정장을 입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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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옷을 사고 싶으면 어디에 가요?
Where do you go to buy clothes?



여러분은 보통 어디에서 쇼핑을 해요?
Where do you usually go shopping?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유행 fashion
물론 of course

282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16과ㆍ이 원피스를 입어 봐도 돼요?

1

2

3

Part 2

지연 씨가 입은 원피스는 무엇일까요?
Which is the dress that Ji-yeon is wearing?

①

②

③

④

지연 씨는 무엇 때문에 원피스를 사지 않았습니까?
What made Ji-yeon not to buy the dress?

① 가격

② 사이즈

③ 색깔

④ 디자인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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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업원이 지연 씨에게 짧은 원피스를 보여 줬어요.

O

X

2) 지연 씨가 입은 원피스는 사이즈가 컸어요.

O

X

3) 지연 씨는 원피스의 가격이 비쌌지만 색깔은 마음에 들었어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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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지연

쯔엉

나타샤

“편한 옷이 최고!” 옷은 편하게 입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지와 티셔츠처럼 편한 옷을 자주 입습니다.
“단정한 옷으로 예의 있게…” 저는 단정한 옷을 좋아합니다.
옷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곳에 갈 때
원피스나 정장처럼 단정한 옷을 입습니다.
“옷으로 나를 표현하기” 저는 멋있는 옷이 좋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멋진 옷이 많습니다. 제 얼굴과 몸에 맞는 디자인을
잘 골라서 입습니다. 옷은 나를 멋있게 해 줍니다.

예의 manners
단정하다 neat and t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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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ng

16과ㆍ이 원피스를 입어 봐도 돼요?

1

지연 씨는 단정한 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습니까?
Ji-yeon likes neat and tidy clothes. So what clothes does she wear?

나
2

3

Part 2

을

입 습 니 다.

쯔엉 씨는 어떤 옷을 좋아할까요?
What clothes does Truong like?

①

②

③

④

맞는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correct answers.

1)

2)

① 비싼 옷

② 단정한 옷, 정장과 원피스

③ 편한 옷, 바지와 티셔츠
3)
④ 디자인이 멋있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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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집 안에서 신발을
신어도 돼요?

대답하세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키가 크지요?

대답하세요.

                                                                                                                           

286

16과ㆍ이 원피스를 입어 봐도 돼요?

Part 2

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어떤 옷을 좋아합니까? 그 옷의 좋은 점 2가지를 써 보세요.

What kind of clothes do you like? Write two good things about it.
보기

저는 청바지를 좋아합니다. 청바지는
편합니다. 그리고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입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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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취미와 관심사에 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

취미
문법

-을 때     
● -게 되다
● 에게로
●

Grammar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I cook when I have time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해요?

●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취미가 무엇이에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취미 Hobby

스키 ski
겨울에는 친구들과 스키를 타요.
I ski with my friends in the winter.

스케이트 skate
지난 방학에 친구와 스케이트를 탔어요.
I skated with my friend last vacation.

테니스 tennis
오후에 동생과 테니스를 쳤어요.

I played tennis with my younger brother in the afternoon.

배드민턴 badminton
오늘 오빠와 배드민턴을 칠 거예요.

I’m going to play badminton with my older brother today.

피아노 piano
저는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좋아해요.
I like playing the piano.

바이올린 violin
저는 10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어요.
I played the violin since I was 10 years old.

기타 guitar
친구들은 노래를 하고 저는 기타를 쳐요.
My friends sing while I play the gui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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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과ㆍ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Part 1

표현 Expressions

(스키, 스케이트)을/를 타다 ride (skis/skates)
이번 방학에는 친구들과 스키를 탈 거예요.
I am going to go skiing with my friends this vacation.

(테니스, 배드민턴, 피아노, 기타)을/를 치다
play (tennis, badminton, piano, guitar)

저는 어제 기타를 쳤어요. I played the guitar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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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바이올린)을/를 켜다 play (the violin)
저는 지금 바이올린을 켜요.
I am playing the violi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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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을

17과ㆍ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Part 1

때
가: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나: 저는 주로 영화를 봐요.

가: 수지 씨는 언제 기분이 좋아요?
나: 저는 쇼핑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의미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 또는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the time or the duration of an action or situation.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 -을 때/-ㄹ 때

Verb, Adjective + -을 때/-ㄹ 때

받침 O

먹다, 좋다

먹을 때, 좋을 때

받침 X

가다, 조용하다

갈 때, 조용할 때

ㄹ 받침

살다, 멀다

살 때, 멀 때

연습Ⅰ <보기>와 같이 ‘-을 때’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complete the sentence by using ‘-을 때.’

보기

지훈 씨는 시간이 있을 때 축구를 해요. (시간이 있다)

1

마트에                            자전거를 타요. (가다)

2

공부를                            음악을 들어요. (하다)

3

음식을                            요리책을 봐요. (만들다)

4

날씨가                            따뜻한 차를 마셔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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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게

되다
가: 나타샤 씨, 어떻게 한국에 가게 됐어요?
나: 한국 대학교에 입학해서 가게 됐어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외부의 영향으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씁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씁니다.
It is used when you end up in a specific situation due to outward influences.
It is used when the situation ends up against your will.

동사 + -게 되다

Verb + -게 되다

받침 O

알다

알게 되다

받침 X

가다

가게 되다

연습Ⅱ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결과’에 대해 말해 보세요.
Write about 'results' using the given words.

1
매일 자전거를 타서 자전거를 잘                              . (타다)

2
한국 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 (살다)

3
한국 가수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 (배우다)

4
김치를 자주 먹어서 이제 잘                              .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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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과ㆍ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Part 1

에게로
가: 조심해요! 강아지가 지훈 씨에게로 갔어요.
나: 괜찮아요.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어떤 대상 쪽으로 움직임이 향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의미

It indicates a movement towards a specific subject.

Meaning

명사 + 에게로

형태
Form

Noun + 에게로

받침 O

선생님

선생님에게로

받침 X

친구

친구에게로

연습Ⅲ 그림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Complete the sentence according to the picture.

1

고양이

누나

  →                     가                     에게로 다가가요.

  →                     가                     에게로 다가가요.

2

남자

여자

  →                     가                     에게로 걸어가요.

  →                     가                     에게로 걸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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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the correct answers.

1)
① 테니스

㉠ 치다

2)
② 배드민턴

3)
③ 스키
㉡ 켜다
4)
④ 바이올린

5)
⑤ 기타

6)
⑥ 피아노

296

㉢ 타다

17과ㆍ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2

Part 1

‘-게 되다’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Use ‘-게 되다’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대한 씨, 지갑을 찾았어요?
나: 네. 왕밍 씨가 도와줘서 지갑을                            . (찾다)

2)

가: 요즘은 왜 수영을 안 해요?
나: 수영장이 문을 닫아서                            . (못 가다)

3) 가: 유튜브를 자주 보네요.
나: 네, 유튜브에서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 (알다)

3

‘-을 때’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Use ‘-을 때’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대한 씨는 정말 기타를 잘 치네요.
나: 고마워요. 혼자                       기타를 많이 쳐서 그래요. (살다)

2)

가: 지연 씨는 언제 처음 테니스를 배웠어요?
나: 저는 아주                       테니스를 배웠어요. (어리다)

3) 가: 후안 씨는 젓가락질을 잘 하네요.
나: 네. 저는 밥을                       항상 젓가락을 쓰려고 노력해요. (먹다)
4) 가: 사비나 씨, 지금 보는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예요?
나: 제가                       보는 한국 드라마예요. (심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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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해요?
What do you usually do during your free time?



여러분의 취미는 뭐예요?
What are your hobbies?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특히 especially

298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17과ㆍ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1

Part 2

쯔엉 씨는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됐어요?
Why did Truong get to like Korean dramas?

① 한국 노래를 좋아해서
② 나타샤 씨랑 같이 보고 싶어서
③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멋있어서
④ 기숙사 친구와 같이 본 후에 재미있어서

2

3

나타샤의 취미는 뭐예요?
What is Natasha’s hobby?

①

②

③

④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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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타샤 씨와 쯔엉 씨는 같은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O

X

2) 나타샤 씨는 쯔엉 씨에게 기타를 사 줬어요.

O

X

3) 쯔엉 씨는 인터넷을 보고 혼자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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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공연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을 잘 읽고 답하세요.
This is a performance brochure. Read the brochure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입장 admission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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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과ㆍ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1

이 공연은 어떤 공연입니까?
What kind of performance is this?

-

2

Part 2

공 연 입 니 다.

이 공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description of this performance.

① 이 공연은 3일 동안 합니다.
② 학생은 공연을 싸게 볼 수 있습니다.
③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④ 초등학생은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대학생인 쯔엉 씨가 이 공연을 보려고 합니다.
쯔엉 씨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Truong, who is a college student, is planning to go see this performance. What can he do or can not do?

쯔엉 씨가 할 수 있는 것

쯔엉 씨가 할 수 없는 것

①

③

②

④

㉠ 버스를 타고 갑니다.

㉡ 30분 전에 공연장에 들어갑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 공연을 보면서 먹을 김밥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301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해요?

대답하세요.

                                                                                                                           

언제부터 그 취미를
시작했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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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과ㆍ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Part 2

쓰기 Writing

1

공연을 본 뒤의 기분을 홈페이지에 써 봅시다.

Write about your feelings on the website after watching the performance.
보기

[공연 후기]
↳ 우리는 하나!
모두의 마음을 열게 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나온 어느 공연보다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공연이었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안 보면 진짜
진짜 후회할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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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
●

초대나 모임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초대나 모임에 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
●

모임
감정
문법

-은 지     
-어 있다
● -는군
●
●

Grammar

대한 씨 딸이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Has it already been a year since Daehan’s daughter’s birth?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돌잔치에 간 적이 있어요?

●

결혼식에 초대 받은 적이 있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모임 Gatherings

생일 birthday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Today is my birthday.

파티 party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했어요.
I had a birthday party with my friends.

가족 모임 family gathering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서 가족 모임이 있어요.
Today is my mother’s birthday, so I have a family gathering.

집들이 housewarming
새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어요.

I invited my friends to my new house for a housewarming party.

모이다 gather
오늘은 집들이를 하는 날이라서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It’s a housewarming day today, so all of my friends have gathered.

초대하다 invite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I invited my friends to my birthday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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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과ㆍ대한 씨 딸이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Part 1

감정 Emotions

기쁘다 glad
제 동생이 태어나서 아주 기뻐요.
I’m so glad my younger brother was born.

행복하다 happy
친구들과 모여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I had a very happy time with my friends.

슬프다 sad
친구가 아파서 슬퍼요.

I’m very sad because my friend is sick.

외롭다 lonely
오늘은 집에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워요.
I feel so lonely because I’m home alone today.

섭섭하다 disappointed
친구가 고향에 돌아가야 돼서 섭섭해요.

I’m disappointed that my friend has to go back to his home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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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초대장을 쓰다 write an invitation
생일 파티 초대장을 썼어요.
I wrote a birthday party invitation.

초대를 받다 be invited
친구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I was invited to my friend's wedding.

308

문 법 Grammar
-은

18과ㆍ대한 씨 딸이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Part 1

지
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나: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의미

어떤 일을 한 후 시간이 얼마 동안 지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that a certain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an action.

Meaning

형태
Form

동사 + -은 지/ㄴ지

Verb + -은 지/ㄴ지

받침 O

먹다

먹은 지

받침 X

가다

간지

ㄹ 받침

살다

산지

연습Ⅰ ‘-은 지’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은 지.’

1

한국어를                      1년이 됐어요. (배우다)

2

밥을                      6시간이 지났어요. (먹다)

3

아기가                      한 달이 지났어요. (태어나다)

4

서울에                      3개월 됐어요. (살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309

문 법 Grammar
-어

있다
가: 쯔엉 씨, 친구들은 어디에 있어요?
나: 저기에 다 모여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의미

어떤 행동이 끝난 후에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that the state after an action is continuing.

Meaning

형태
Form

동사 + -어 있다/-아 있다

Verb + -어 있다/-아 있다

‘ㅏ’, ‘ㅗ‘ X

준비되다

준비되어 있다

‘ㅏ’, ‘ㅗ’ O

가다

가 있다

-하다

도착하다

도착해 있다

연습Ⅱ 그림을 보고 ‘-어 있다’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omplete the sentence using ‘-어 있다’.

보기

꽃이 예쁘게 피다 + –어 있다
→ 피어 있다

1

지훈 씨가 약속 장소에 먼저 가다 +
→                              

2

아이가 혼자 길에 서다 +
→                              

3

리사 씨가 병원에 입원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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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는군

가: 아이가 벌써 말을 하는군요.
나: 네. 조금 빨리 말을 시작했어요.

의미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감탄을 표현합니다.
It expresses awe to a pre-existing or newly discovered fact.

Meaning

형태
Form

동사 + -는군, 형용사 + -군

Verb + -는군, Adjective + -군

동사

가다, 읽다

가는군, 읽는군

형용사

크다, 작다

크군, 작군

연습Ⅲ 그림을 보고 ‘-는군’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는군’.

1

가: 나타샤 씨는 정말 한국말을                            . (잘하다)
나: 네. 아마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2

가: 제가 다음 달에 졸업을 하고 고향에 가요.
나: 아, 고향에                           . 너무 섭섭해요. (가다)

3

가: 들어오세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나: 집이 정말 깨끗하고                           . (넓다)

4

가: 파티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와, 사람이 정말                           . (많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311

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은 지’나 ‘-어 있다’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은 지’ or ‘-어 있다.’

1)
가영 씨가 일기를                          1년이 됐어요. (쓰다)

2)
아기가                          3개월이 됐어요. (태어나다)

3)
후안 씨가 아파서 침대에                             . (눕다)

2

‘-는군’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는군.’

1)
사람이                      . (많다)

2)
후안 씨가 많이                      . (아프다)

3)
떡볶이를 잘                      .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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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t 1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보기>에서 찾아서 써 보세요.

How does this person feel right now? Choose the words from the <Example> to fill in the blanks.
보기

기뻐요

외로워요

슬퍼요

섭섭해요

1)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

2)
친구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

3)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

4)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집에 혼자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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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돌잔치에 가 봤어요?
Have you ever been to a first birthday party?



돌잔치에 가면 무슨 선물을 해요?
What kind of present do you give there?

대한 씨와 샤오위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Daehan and Xiaoyu's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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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Link

18과ㆍ대한 씨 딸이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1

Part 2

대한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What is Daehan doing right now?

① 돌잔치에 친구 초대하기
② 돌잔치 하는 장소 설명하기
③ 돌잔치에 필요한 것 말하기
④ 돌잔치에 주는 선물 설명하기

2

두 사람의 대화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What didn’t they mention in the conversation?

① 돌잔치 시간
② 축하 편지 내용
③ 대한 씨의 딸 이름
④ 샤오위 씨가 준비할 선물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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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주 일요일에 수아 돌잔치를 해요.

O

X

2) 샤오위 씨는 돌잔치 선물을 고민하고 있어요.

O

X

3) 샤오위 씨는 한국의 돌잔치 문화를 잘 알아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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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초대장
수아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우리 수아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수아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수아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아의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수아의
돌잔치에 꼭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세요.
수아 아빠, 김대한 드림
일시: 20XX년 12월 10일 토요일 18시
장소: 행복한 카페 2층
이 초대장에는 축하 카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수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축하 카드에 써 주세요. 수아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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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 씨는 이 글을 왜 썼습니까?
Why did Daehan write this letter?

에

사 람 들 을
려 고

2

Part 2

합 니 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description of the text.

① 수아가 이 초대장을 썼습니다.
② 수아의 첫 번째 생일 초대장입니다.
③ 초대장에 축하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④ 돌잔치는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합니다.

3

수아에게 축하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다음 중에서 이 편지에 맞는 표현을 모두 찾으세요.
You’re writing a congratulation letter to Sooah. Choose all the appropriate expressions for it.

①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② “건강하게 잘 자라라.”
③ “3살 생일을 축하해요.”
④ “언제나 오늘처럼 예쁘게 살아라.”
⑤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⑥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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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돌잔치가 뭐예요?

대답하세요.

                                                                                                                           

돌잔치에 갔어요.
아기가 잘 웃어요.
어떻게 말해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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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쓰기 Writing

1

돌잔치를 하는 아기에게 축하하는 말을 써 주세요.

Write a congratulation to a baby having her first birthday party.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안녕, 수아야. 너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아빠, 엄마처럼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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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주거 환경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주거 환경에 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

주거 환경
문법

Grammar

-거나, 이나
● -을까 보다
●

저도 학교 근처로
이사할까 봐요
Maybe I should move near the school, too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요?

●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집의 형태 Types of Houses

아파트 apartments
고향에서는 가족들과 아파트에 살았어요.
I lived in an apartment with my family at my hometown.

원룸 studio apartment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원룸에 살 거예요.

I’m going to live in a studio while studying abroad in Korea.

하숙집 boarding house
매일 아침 하숙집 아줌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줘요.

Every morning, the landlady of the boarding house cooks Korean food for me.

집의 구조 Structures of Houses

방 room
제 방은 깨끗해요.
My room is clean.

화장실 bathroom
화장실이 방 옆에 있어요.
The bathroom is next to the room.

거실 living room
거실에는 텔레비전과 소파가 있어요.
There are a television and a sofa in the living room.

부엌 kitchen
이 집은 부엌이 넓어서 좋아요.

I like this house because it has a large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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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표현 Expressions

방이 넓다/좁다 the room is big/small
제 방은 넓고 깨끗해요.
My room is big and clean.

거리가 가깝다/멀다 be near/far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요.
It's far from school to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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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살기 편하다/불편하다 convenient/inconvenient to live
우리 동네는 살기 편해요.
My town is convenient to li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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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거나

19과ㆍ저도 학교 근처로 이사할까 봐요

Part 1

/ 이나
가: 방학에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나: 그러면 제주도로 가거나 경주로 가세요.

가: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의미
Meaning

–거나: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둘 이상의 행위나 사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나: It indicates to choose one from two or more states or facts.

이나: 명사에 붙어 두 가지 이상을 나열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나: It indicates to choose one from two or more items.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 + -거나
명사 + 이나/나 Noun + 이나/나
-거나

이나

Verb, Adjective, 이다/아니다 + -거나

받침 O

앉다, 작다

앉거나, 작거나

받침 X

가다, 크다

가거나, 크거나

받침 O

지하철

지하철이나

받침 X

버스

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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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연습Ⅰ ‘-거나’나 ‘이나’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거나’ or ‘이나.’

1

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나: 한국 소설을                            유튜브를 봤어요. (읽다)

2

가: 지훈 씨 친구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아요?
나: 기숙사에서                            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살아요. (살다)

3

가: 나탸샤 씨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슬프다)
나: 저는 부모님께 전화하거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4

가: 민수 씨 생일인데 선물 뭐 할 거예요?
나: 저는                            지갑을 사려고 해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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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Part 1

보다
가: 시험 기간이라서 도서관에 자리가 없네요.
나: 네, 저는 오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할까 봐요.

가: 날씨가 좋네요. 저녁에 산책을 좀 할까 봐요.
나: 같이 가요. 저도 산책하고 싶어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어떤 행동을 하기로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It indicates that someone is willing to do an action though it is not determined.

동사 + -을까 보다/-ㄹ까 보다

Verb + -을까 보다/-ㄹ까 보다

받침 O

먹다

먹을까 보다

받침 X

가다

갈까 보다

ㄹ 받침

살다

살까 보다

연습Ⅱ ‘-을까 봐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을까 봐요.’

1

가: 어제 숙제 때문에 잠을 못 잤죠?
나: 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잠을 좀                              . (자다)

2

가: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쯔엉 씨는 뭐 먹을래요?
나: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으니까 된장찌개를                              . (먹다)

3

가: 혼자 살면 심심하지 않아요?
나: 네. 좀 심심해요. 다음에 이사할 때는 친구하고 같이                              .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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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그림을 보고 <보기>의 단어를 알맞은 곳에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in <Example>.
보기

부엌

거실

방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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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장실

19과ㆍ저도 학교 근처로 이사할까 봐요

2

문장을 연결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connecting sentences.

1)

방이 너무 좁아요.

2)

친구가 놀러 오는데
집이 더러워요.

3) 집에 올 때 교통이
불편해요.

3

Part 1

① 제가 지금 빨리 치울까 봐요.

② 지하철 역 근처로 이사를 할까 봐요.

③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릴까 봐요.

‘-거나’나 ‘이나’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거나’ or ‘이나.’

1)

가: 하숙집에 사는 건 어때요?
나: 아주머니가                        빨래를 해 주셔서 편해요. (청소)

2)

가: 민수 씨, 이번에 이사 간 아파트는 좋아요?
나: 네.                        방이 다 넓어서 좋아요. (거실)

3) 가: 쯔엉 씨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나: 회사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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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요?
Where do you live?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때요?
How is a place you live in?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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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Link

19과ㆍ저도 학교 근처로 이사할까 봐요

1

Part 2

리사 씨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Why does Lisa like living alone?

① 편하게 살 수 있어서
②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③ 열심히 공부만 하고 싶어서
④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싫어서

2

리사 씨 집의 장점을 고르세요.

Choose the advantages of Lisa’s house.

① 가격이 싸요.
② 방이 넓어요.
③ 경치가 좋아요.
④ 교통이 편해요.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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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사 씨는 혼자 살지만 전혀 심심하지 않아요.

O

X

2) 후안 씨는 혼자 살고 싶어서 고민했어요.

O

X

3) 리사 씨는 후안 씨가 집 찾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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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이것은 광고문입니다. 광고문을 잘 읽고 답하세요.
This is an advertisement. Read and answer the advertisement carefully.

한옥에서 보내는 특별한 하루
여행지에서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세요.
조용한 한옥에서 하루를 보내세요.
한복을 입고 사진도 한 장!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50m)에 있습니다.

●

박물관이 걸어서 10분 안(100m)에 있습니다.

●

가족 여행에 잘 맞습니다.

●

침대 2개(4명), 욕실 1개

●

따뜻한 아침 식사를 드립니다.

●

수건, 비누, 화장지,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남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010-111-2222

한복 Hanbok          
욕실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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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tissue
비누 soap

19과ㆍ저도 학교 근처로 이사할까 봐요

1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What kind of house is this?

이

2

Part 2

집 은

입 니 다.

이 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description of this house.

① 침대는 모두 두 개가 있어요.
② 가족과 같이 여행할 수 있어요.
③ 지하철역이 박물관보다 가까워요.
④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해야 해요.

3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What can you do in this house? Choose all the correct answers.

수영하기

아침 식사하기

한복 입고 사진찍기

한국 친구 만들기

요리하기

차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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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대답하세요.

                                                                                                                           

혼자 살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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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과ㆍ저도 학교 근처로 이사할까 봐요

Part 2

쓰기 Writing

1

가족과 같이 한옥에서 하루 자고 싶습니다. 이 한옥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You want to sleep in Hanok with your family for a day.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Hanok?
Send a text messag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혹시 방에 침대가 있습니까?
침대가 있는 방은 얼마입니까?
근처에 음식을 살 수 있는 시장이나
마트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연락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럼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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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
●

약속(거절)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약속(거절)에 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

약속
문법

Grammar

-을
● -을 것 같다
●

이번 일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I can’t make it this Sunday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

친구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할 때 어떻게 말해요?

●

친구와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말해요?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약속 Appointments

계획 plan
이번 방학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I have a special plan this vacation.

초대권 invitation ticket
친구에게 받은 초대권으로 공연을 봤어요.

I watched the performance with the invitation I received from my friend.

연극 공연 play (dramatic performance)
이번 주말에는 친구와 연극 공연을 볼 거예요.
I’m going to watch a play with my friend this weekend.

거절하다 decline
친구가 저의 부탁을 거절해서 섭섭했어요.

I was disappointed because my friend declined my request.

구경하다 sightseeing
우리 오늘 같이 꽃을 구경하러 갈래요?
Shall we go to see the flowers together today?

부탁하다 request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I made a request to my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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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과ㆍ이번 일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Part 1

표현 Expressions

시간이 있다/없다 have time/don’t have time
내일은 시간이 없지만 오늘은 시간이 있어요.
I don't have time tomorrow, but I have time today.

시험이 있다 have a test
수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우리 주말에 놀까요?
I have a test on Wednesday. Shall we hang out this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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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표현 Expressions

일이 생기다 something come up
일이 생겨서 약속 시간을 바꾸었어요.

I changed my appointment time because something came up.

(약속, 계획)이 있다/없다 have/don’t have (an appointment, a plan)
토요일에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friend on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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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20과ㆍ이번 일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Part 1

-을

가: 이번 주말에 볼 영화를 예매했어요?
나: 네. 토요일 4시 영화로 예매했어요.

가: 다음 달에 이사 갈 집은 구했어요?
나: 아니요. 좋은 집이 없어서 아직 못 구했어요.

의미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나 예정을 나타냅니다.
Used to indicate upcoming situation, speculation, schedule, etc.

Meaning

형태
Form

동사 + -을/ㄹ

Verb + -을/ㄹ

받침 O

먹다

먹을

받침 X

만나다

만날

ㄹ 받침

살다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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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Grammar

연습Ⅱ 그림을 보고 ‘-을’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using ‘-을’.

1

가: 사비나 씨, 그건 무슨 책이에요?
나: 아, 저희 언니 생일에                           책이에요. (선물하다)

2

가: 가영아, 내일 우리가                             식당 이름이 뭐지? (가다)
나: 학교 근처에 있는 세종식당이야.

3

가: 수아 돌잔치 때 한복을 입어야 하지요?
나: 맞아요. 돌잔치 때                           한복을 사러 같이 가요.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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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Part 1

것 같다
가: 이 정도면 음식이 모자라지 않겠지요?
나: 그럼요. 제 생각에는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의미

어떤 일에 대해 추측을 할 때 씁니다.
Used to guess about an act.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 -을 것 같다/ㄹ 것 같다

Verb, Adjective + -을 것 같다/ㄹ 것 같다

받침 O

먹다, 작다

먹을 것 같다, 작을 것 같다

받침 X

가다, 크다

갈 것 같다, 클 것 같다

ㄹ 받침

살다, 멀다

살 것 같다, 멀 것 같다

연습Ⅱ 그림을 보고 ‘-을 것 같다’를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을 것 같다.’

1

가: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내일은 날씨가 어떨까요?
나: 내일은 날씨가                                . (춥다)

2

가: 사비나 씨, 내일 같이 등산 갈래요?
나: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일 같이 못                                .
(가다)

3

가: 리사 씨, 여기에서 시장까지 어떻게 가야 해요?
나: 버스를 타세요. 걸어가면 너무                                . (멀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343

어휘 및 문법 연습

1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내일 친구가 이사하는데 저는 바빠서 이사를 도와줄 수 없어요.

부탁하다

2)

거절하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있다

2

시간이 없다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쯔엉 씨, 어제는 후안 씨를 만났지요?
내일

만난

만날

친구는 누구예요?

나: 내일은 사비나 씨를 만나요.
2)

가: 지훈아, 오늘 저녁에

먹을

먹은

음식은 뭐야?

나: 어, 누나. 오늘은 된장찌개 끓일 거야.
3) 가: 리사 씨,

부탁하는

부탁할

나: 뭔데요?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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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좀 생겼어요.

20과ㆍ이번 일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

Part 1

‘-을 것 같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을 것 같다’.

1)

가: 대한 씨, 이번 주말에 같이 시장 구경할래요?  
나: 미안해요. 주말에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 (못 가다)

2)

가: 사비나 씨, 한국어 책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나: 어쩌죠? 다음 주에 시험이라서 저도 책이                                       . (필요하다)

3) 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있네요.
나: 그러게요. 오후에 비가 많이                                       .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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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때 어떻게 말해요?
What do you say when you refuse a friend’s request?



여러분의 요청을 친구가 거절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Your friend turned down your request. What do you say then?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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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20과ㆍ이번 일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2

Part 2

두 사람은 일요일에 뭘 할 거예요? 모두 고르세요.

What are the two people going to do on Sunday? Choose all the correct answers.

①

②

④

⑤

③

리사 씨는 처음에 지훈 씨의 부탁을 왜 거절했어요?
Why did Lisa decline Jihun’s request at first?

① 몸이 안 좋아서
② 지훈 씨와 안 친해서
③ 주말에 쉬고 싶어서
④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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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훈 씨는 리사 씨에게 연극 초대권을 줬어요.

O

X

2) 리사 씨는 지훈 씨의 이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O

X

3) 리사 씨는 일요일에 지훈 씨에게 밥을 사 줄 거예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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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후안 씨, 안녕하세요? 나타샤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방송국에 구경을 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후안 씨가 괜찮으시다면 다음 달에 가도 될까요? 이번 주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갈 수 없겠어요.
후안 씨, 혹시 다음 달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때는
제가 맛있는 점심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쯔엉 씨도 방송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세 명이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방송국 a broadcasting station
마중을 나가다 go out to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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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샤가

답장 reply

20과ㆍ이번 일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나타샤 씨는 후안 씨와 어떤 일을 계획했습니까?
What did Natasha plan with Juan?

방송국에

2

Part 2

기로

했 어 요.

나타샤 씨는 이번 주에 왜 시간이 없습니까?
Why isn’t Natasha free this week?

① 방송국에 일이 있어서
② 한국말을 배워야 해서
③ 후안과 약속이 있어서
④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3

다음 중 나타샤 씨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Which of the following did Natasha say? Choose all the correct answers.

이번 주에
방송국 가기

다음 달에
방송국 가기

점심 사기

두 사람이
같이 가기

세 사람이
같이 가기
나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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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이번 주말에
만날까요?

대답하세요.

                                                                                                                           

월요일에
무슨 시험을 봐요?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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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친구를
만날 수 없어요. 친구에게 이메일을 써 보세요.

	You have an appointment with your friend this weekend. But you can’t make it because something
important has come up. Write an email to your friend.
보기

나타샤 씨,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그날 부모님을 만나야 해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있어요? 다음 주말에
괜찮으면 그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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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제 Comprehension Practice

[1~10]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7

하숙집이 학교에서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

② 항공권

② 했어요
④ 신었어요

② 색깔
④ 사이즈

9

② 교실
④ 화장실

시간이 없어서 친구의 부탁을                       .
① 받았어요
③ 구경했어요

10

② 생겼어요   
④ 거절했어요

일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① 생겨서
③ 세워서

② 걸려서
④ 정해서

② 쳐요
④ 내요

② 독서
④ 스케이트

② 줬어요
④ 보냈어요

친한 친구를 다시 만나서                     기분이에요.
① 지루한
③ 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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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실
③ 부엌

[11~18]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Use
<Example> as a reference.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
① 썼어요
③ 받았어요

6

 족 모두                       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저는                        타는 것을 좋아해요.
① 기타
③ 테니스

5

8

저는 가끔 피아노를                       .
① 켜요
③ 타요

4

④ 영수증

 티셔츠가 커서 작은                       로/으로
이
바꾸고 싶어요.     
① 가격
③ 디자인

3

③ 시간표

날씨가 추워서 코트를                       .
① 썼어요
③ 입었어요

2

② 좁기
④ 시끄럽기

제주도에 가려고                 을/를 샀어요.

① 기차표

1

① 멀기
③ 복잡하기

② 섭섭한
④ 행복한    

보기

누구                 그 말을 들었어요?

① 께                        ② 께서

11

✔

③ 밖에             ④ 한테서

리사 씨는 가수                       노래를 아주 잘해요.
① 마다
③ 에게로

② 처럼
④ 에게서

초급 2·16과~20과

12

가: 이거 한번                            ?
나: 물론이죠. 입어 보세요.
① 입어 볼 거예요
③ 입어 보고 싶어요

1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main idea of the text. Use <Example> as a
reference.

② 공부해도 돼요
④ 공부하게 됐어요

가: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네요. 바이올린을                    
얼마나 됐어요?
나: 5년 정도 됐어요.

보기

② 준비해 주세요
④ 준비하고 싶어요

비빔밥하고 김치찌개 주세요. 그리고
음료수도 하나 주세요.

① 취미

19

20

✔

② 주문

③ 약속

④ 휴가

이사한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는 파티예요.
① 공연
③ 집들이

② 배우는
④ 배울 때

가: 수아 돌잔치에 뭘 가져 갈까요?
나: 그냥 오시면 돼요. 필요한 건 다                       .
① 준비되었군요
③ 준비되어 있어요

17

② 살고 있어요
④ 살아도 돼요

[19~20]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기>와 같이

① 배우면
③ 배운 지

16

① 살까 봐요
③ 살아 봤어요

② 있다가
④ 있을 때

가: 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
① 공부할 거예요
③ 공부해야 해요

15

② 입어 봐도 돼요  
④ 입어 보려고 해요

가: 지훈 씨,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지요? 어때요?
나: 혼자 살기 때문에 조금 외로워요.
다음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

저는 시간이                        영화를 봐요.
① 있거나
③ 있지만

14

18

Part 3

② 계획
④ 가족 모임

 이의 첫 번째 생일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
축하해요.
① 소풍
③ 돌잔치

② 여행
④ 결혼식

가: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저는 집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①쉰지
③ 쉬려고

② 쉬거나
④ 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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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및 부록 Answers and Appendices

1과·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20 쪽

문법 연습 Ⅰ

2 배워 봐요   
3 먹어 봐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밤이겠어요   
2 피곤하겠어요

1 ① 인사동   ② 동대문   ③ 명동   ④ 강남
2 1) 언니한테서 들었어요       

문법 연습 Ⅱ

3 1) 가 보세요   2) 찾아 보세요   3) 먹어 보세요

2) 친구에게서 들었어요       

1 머네요   
2 많네요

듣고 말하기 연습

1②
2 X/O/O
3②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기온이 높다   2) 안개가 끼다   3) 쌀쌀하다
2 ① 그러네요. 곧 비가 오겠어요   
② 아마 내일부터 장마일 거예요
③ 그럼 며칠 동안 빨래는 힘들겠어요
3   1) 오고 있네요    2) 장마

읽고 쓰기 연습

1 시끄러워요
2③
3 ① 복잡해요   ② 깨끗해요

듣고 말하기 연습

1③
2 O/X/O
3 1) 장마   2) 야외 행사

듣고 말하기 대본
샤오위 옷을 사려고 해요. 어디로 가야 해요?
후안 명
 동은 어때요? 명동에 여러 가게가 있으니까요.
가영 씨한테서 들었어요.
샤오위 명동은 너무 복잡해요.
후안 그러면 동대문에 가 보세요. 동대문 시장에
옷 가게가 많이 있어요.

읽고 쓰기 연습

1 비가 그치고 선선하다
2④
3 ③→④→①→②

3과·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52쪽

듣고 말하기 대본
나타샤
쯔엉
나타샤
쯔엉

쯔엉 씨,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네요. 내일은 좀 괜찮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일기예보를 한번 볼까요?
네. 내일 야외 행사가 있어서 걱정이에요.

문법 연습 Ⅰ

1 긴   2 슬픈   3 가는   4 사는
문법 연습 Ⅱ

2과·동대문에 가 보세요
문법 연습 Ⅰ

1 에게서(한테서)   
2 에게서(한테서) / 에게서(한테서)
문법 연습 Ⅱ

1 입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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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쪽

1 할아버지께   
2 선생님께   
3 어머니께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②   2) ④   3) ①   4) ③
2 1) 께   2) 한테   3) 께
3 1) 귀여운   2) 커피를 마시는   3) 머리가 긴   4) 멋있는    

듣고 말하기 연습

읽고 쓰기 연습

1 ①⑤
2③
3 X/O/O

1 양념과 고기 가격을 할인합니다
2①
3②

읽고 쓰기 연습

듣고 말하기 대본

1 소풍 / 갔어요
2③
3 머리가 긴 사람 / 짧은 바지를 입은 사람 /

대한
마키
대한
마키

큰 가방을 멘 사람
듣고 말하기 대본
엄마 지
 연아, 내일 엄마랑 친한 친구가 한국에 오셔. 네가  
공항에 가서 모시고 올래?
지연 네
 , 제가 갈게요. 그런데 엄마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 짧
 은 머리에 키가 커.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이야.
자, 여기 아줌마 전화번호가 있어.
지연 네, 제가 공항에서 아줌마께 전화할게요.

4과·불고기를 해 먹는게 어때요?

70쪽

저 지금 퇴근하는 중인데 저녁에 뭘 먹을까요?
불고기를 해 먹는 게 어때요?
좋아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를 수 있어요.
저도 퇴근하는 길이에요. 마트에서 같이 장을 봐요.

5과·주문할게요

86 쪽

문법 연습 Ⅰ

1 풀어볼게요   
2 갈게요
문법 연습 Ⅱ

1 공부하기   
2 걷기
어휘 및 문법 연습

문법 연습 Ⅰ

1 좋은데   
2 인데

1 접시 / 숟가락 / 영수증
2 먹기
3 1) 드릴게요   2) 드릴까요

문법 연습 Ⅱ

듣고 말하기 연습

1 있는 것   
2 하는 것

1①
2 O/X/X
3①

어휘 및 문법 연습

1 고추장 / 밀가루 / 닭고기
2 ① 집에 우유가 없는데 우유를 사는 게 어때요?
② 그래요. 우유를 사 가요.
③ 아이들이 주스를 잘 먹으니까 주스도 살까요?
3 1) 공짜   2) 마트   3) 야채

읽고 쓰기 연습

1 신기한 것이 많아요
2②
3④
듣고 말하기 대본

듣고 말하기 연습

1③
2 O/X/X
3 간장, 소고기

나타샤
식당 직원
나타샤
식당 직원
나타샤

주문할게요.
네, 무엇으로 드릴까요?
된장찌개 하나랑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김치찌개는 드시기에 좀 매운데 괜찮으세요?
그럼 된장찌개 두 개로 할게요.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2 355

답안 및 부록 Answers and Appendices

1과~5과·종합문제

102쪽

1 ②   2 ①   3 ④   4 ③   5 ③   6 ④   7 ②   8 ④   
9 ③   10 ④   11 ③   12 ③   13 ②   14 ①   15 ④   
16 ③   17 ④   18 ①   19 ①   20 ④

사비나 그
 래요? 저는 부산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부산은
해운대가 정말 아름다워요.

7과·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120쪽
문법 연습 Ⅰ

6과·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104 쪽
문법 연습 Ⅰ

1 걷기로 해요
2 만나기로 해요
3 가기로 했어요
문법 연습 Ⅱ

1 입은 적이 없어요
2 간 적이 있어요
3 들은 적이 있어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하루 / 이틀 / 사흘
2 1) ③   2) ④   3) ③
3 1) 한 적이 있어요   2) 간 적이 있어요         
3) 탄 적이 있어요 / 탄 적이 없어요
듣고 말하기 연습

1③
2 ②, ④
3 O/O/O
읽고 쓰기 연습

1 다녀오신 / 적이 / 없으십니다
2④
3 ① 제주도 도착   ② 유채꽃 구경   ③ 등산   ④ 바다 구경
⑤ 자유 관광   ⑥ 인천공항 출발
듣고 말하기 대본
사비나
후안
사비나
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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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내기로 했어요?
친구와 부산에 가기로 했어요.
와, 부러워요. 전에 부산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아
 니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1 찍게
2 늦지 않게
문법 연습 Ⅱ

1 하지 마세요
2 마시지 마세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③   2) ①   3) ②
2 먹지 마세요
3 1) 제가 / 들을 수 있게 / 크게 / 말해 주세요
2) 맛있어 보이는데 / 한 입만 / 먹어 보게 / 주세요
듣고 말하기 연습

1②
2 X/O/X
3③
읽고 쓰기 연습

1 감기약
2④
3 ②→①→③
듣고 말하기 대본
의사 선생님 어디가 안 좋으세요?
쯔엉
목이 아프고 기침도 나요.
의사 선생님 제
 가 한번 볼게요. 목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쯔엉
네, 감사합니다.

8과·오늘 저녁에 뭐 할래요?
문법 연습 Ⅰ

1 앉을래요
2 만날래요

136 쪽

3 먹어 볼래요 / 먹을래요

2 마다
3 마다 / 마다

문법 연습 Ⅱ

1 밖에
2 밖에
3 밖에

어휘 및 문법 연습

1 늘 / 거의 / 가끔
2 1) 오는데요   2) 귀찮은데요   3) 부지런한데요
3 1) ①   2) ②   3) ①

어휘 및 문법 연습

1 무섭다 / 지루하다
2 1) 볼래요   2) 할래요   3) 갈래요
3 1) ②    2) ①    3) ①

듣고 말하기 연습

1③
2 X/O/O
3 주말 / 추워서 / 농구

듣고 말하기 연습

1 ①, ④
2 O/X/X
3 1) ④   2) ③   3) ①   4) ②

읽고 쓰기 연습

1 운동
2④
3

읽고 쓰기 연습

1 다섯 / 자리밖에
2③
3 평일 / 휴일 / 평일 / 다섯

①
②
③
①

⑤
⑤
⑤
④

듣고 말하기 대본
샤오위 오늘 저녁에 뭐 할래요?
민국 저녁 먹고 같이 영화를 볼까요?
샤오위 좋아요! 같이 찾아봐요.
…

샤오위 이 영화를 볼래요?
민국 그
 러면 제가 지금 바로 예매할게요. 아, 지금
두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샤오위 그러면 얼른 영화표를 예매해요!
민국 알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예매할게요.

9과·주말마다 산에 가요

152쪽

듣고 말하기 대본
후안

저
 는 요즘 주말마다 산에 가요. 저랑 같이 등산하러
갈래요?
나타샤 저
 도 등산을 좋아해요. 하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 가요.
후안 그러면 요즘에는 주말에 무엇을 해요?
나타샤 저는 요즘 가끔 농구 경기를 보러 가요.
후안 와, 멋진데요. 저도 한 번 가 보고 싶어요.

10과·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168 쪽

문법 연습 Ⅰ

문법 연습 Ⅰ

1 추운데요
2 예쁘신데요
3 보는데요

1 갈것
2 생각할 것
문법 연습 Ⅱ

문법 연습 Ⅱ

1 마다

1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2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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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 연습

어휘 및 문법 연습

1 결석 / 게시판 / 성적
2 1) 들을 수밖에 없어요   2) 들을 수밖에 없어요
3 1) ①   2) ②   3) ①

1 ① 신분증   ② 지갑   ③ 휴대폰   ④우산
2 1) 오다가   2) 가다가   3) 내다가
3 1) ①   2) ②   3) ②

듣고 말하기 연습

듣고 말하기 연습

1②
2 X/ X / O
3③

1③
2 O/X/X
3 1) ①   2) ③   3) ④   4) ②   5) ⑤

읽고 쓰기 연습

읽고 쓰기 연습

1 O/X/O
2 수업 / 시작 / 1시간 / 전까지 / 낼 것
3③

1 식당 / 카페
2④
3 휴대폰 / 지갑 / 식당 / 카페 / 휴대폰

듣고 말하기 대본

듣고 말하기 대본

후안

대한 저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경찰 그래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대한 약
 속 장소에 가다가 지갑이 없는 걸 알고 바로
이곳으로 왔어요.
경찰 혹시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기억나요?
대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집 앞에서부터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도 냈고요.
경찰 그러면 우선 택시 회사를 확인해 볼게요.

샤
 오위, 다음 주 토요일 밤에 기숙사에서 파티를
할까?
샤오위 좋아, 그런데 밤에 파티를 해도 될까?
후안 기
 숙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볼게.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어.
샤오위 그럼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겠네.

6과~10과·종합문제

184 쪽

12과·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202쪽


1 ①   2 ②   3 ③   4 ④   5 ①   6 ②   7 ③   8 ①   
9 ④   10 ③   11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②   
16 ②   17 ①   18 ④   19 ③   20 ①

문법 연습 Ⅰ

11과·약속 장소에 가다가 돌아 왔어요 186쪽
문법 연습 Ⅰ

1 자다가
2 놀다가
3 조용하다가
문법 연습 Ⅱ

1 에서부터
2 에서부터
3 에서부터

358

1
2
3
4

산
찍은
배운
만든

문법 연습 Ⅱ

1
2
3
4

와 주세요
닫아 줄게요
이야기해 주세요
도와줄까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①   2) ④    

2 1) 약속을 안 지킨 친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2)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3 1) 간   2) 들어 줘요   3) 도와줘요   

듣고 말하기 연습

1 청소하기 →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 요리하기
2①
3 X/X/O

듣고 말하기 연습

1 성격이 좋은 사람 /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 /  친절한 사람
3 X/O/O

읽고 쓰기 연습

1 요리 / 방 정리
2②
3 요리를 해요 / 밤에 창문을 닫아요 / 방 정리를 해요

읽고 쓰기 연습

1 친절 / 잘해요
2①
3 ②, ⑥
듣고 말하기 대본
후안 사비나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사비나 저
 는 성격이 좋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왜요?  
후안 아
 , 제가 사비나 씨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사비나 그래요? 누구인데요?
후안 아
 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우리 같이 만나요.

13과·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게 어때? 218 쪽

듣고 말하기 대본
지연 지
 훈아,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집안일을
나눠서 할까?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훈 어, 지금 해야 해? 난 음악 들으면서 좀 쉬고 싶은데.
지연 둘이 같이 하면 금방 끝나니까 지금 빨리 하자. 응?
지훈 알았어. 그럼 난 빨래는 잘 못 하니까 청소를 할게.
지연 그
 래 그럼. 내가 세탁기 돌린 후에 요리를 할게. 너는
청소하고 설거지 좀 해 줘.

14과·한국에서 찜질방은 처음인데요 236쪽
문법 연습 Ⅰ

1
2
3
4

운동하지요
흐리지요
한국 사람이지요
먹지요

문법 연습 Ⅰ

문법 연습 Ⅱ

1
2
3
4

1
2
3
4

자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읽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오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맛있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문법 연습 Ⅱ

문법 연습 Ⅲ

1 먹으면서
2 하면서
3 살면서

1 왔음
2 제임스임
3 전화할 것임

어휘 및 문법 연습

어휘 및 문법 연습

1 X/O/O
2 1) 자는 동안에   2) 읽으면서   3) 하면서
3 1) 정리하는 동안에   2) 마시는 동안에   3) 보면서

1 1) ②   2) ④   3) ①   4) ③
2 1) ②   2) ④   3) ①   4) ③
1) 요즘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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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리베이터를 탔기 때문에 빨리 올라왔어요.
3)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가 편해요.
4) 목욕했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요.
3 1) 일요일이기 때문에  2) 없기 때문에  3) 어리기 때문에  
4) 많기 때문에
   
듣고 말하기 연습

1 ①③④⑤
 장 열쇠랑 옷을 받아요. → 샤워해요. → 찜질방 옷으로
2옷
갈아입어요. → 찜질방에 들어가요.
3 O/X/O

3 돈이 많으면
4 머리가 아프면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③ 치킨 - ㉡ 마리
2) ① 짜장면 - ㉠ 그릇
3) ② 짬뽕 - ㉠ 그릇
4) ④ 햄버거 - ㉣ 개
2 1) 차가 안 밀리면 10분 뒤에 도착할 거예요.
2)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계산하세요.
3) 오늘은 치킨에다가 피자까지 주문 할 거예요.
3 1) 에다가 / 걸려요   2) 면 / 막혀요   3) 현금

읽고 쓰기 연습

1 무료로
2②
3 한 사람이 수건을 세 장 써요. / 아이들이 목욕탕에서 혼자
다녀요. /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먹어요.

듣고 말하기 연습

1③
2④
3 O/X/O

듣고 말하기 대본

읽고 쓰기 연습

종업원 어서 오세요.
나타샤 저
 , 한국에서 찜질방은 처음인데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종업원 아
 , 그러세요? 자, 여기 열쇠를 드릴게요. 옷장에
옷을 넣고 샤워를 먼저 하신 후에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찜질방을 이용하시면 목욕탕하고
스포츠 센터는 무료예요.
나타샤 네. 감사합니다. 참, 신발은 여기에 두는 거지요?
종업원 밖
 에 두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신발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나타샤 네. 감사합니다.

1 스마트폰 / 주문
2③
3①

15과·치킨 두 마리를 준비하려고 해요 252쪽
문법 연습 Ⅰ

1
2
3
4

과제에다가 아르바이트
밥에다가 케이크
옷에다가 운동화
비에다가 바람

듣고 말하기 대본
점원 네, 세종치킨입니다.
지훈 안
 녕하세요. 여기 한국아파트 C동 3호인데요. 치킨
두 마리 주문하려고요.
점원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지훈 간
 장 맛 치킨 하나에다가 치즈 맛 치킨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런데 지금 시키면 얼마나 걸려요?
점원 길
 이 안 막히면 40분쯤 걸리고요. 막히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훈 카
 드로 할게요. 참, 콜라는 서비스 맞죠? 그것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점원 네. 알겠습니다.
지훈 그럼 맛있게 해 주세요.

11과~15과·종합문제

270쪽

문법 연습 Ⅱ

1 ③   2 ③   3 ②   4 ④   5 ①   6 ①   7 ④   8 ②   

1 비가 많이 오면
2 시간이 있으면

9 ①   10 ②   11 ④   12 ②   13 ③   14 ①   15 ④   
16 ④   17 ②   18 ①   19 ③   20 ③

360

16과·이 원피스를 입어봐도 돼요? 272쪽

17과·저는 시간이 있을 때 요리해요 288 쪽

문법 연습 Ⅰ

문법 연습 Ⅰ

1
2
3
4

1
2
3
4

운동선수처럼
한국 사람처럼
엄마처럼
모델처럼

갈때
할때
만들 때
추울 때

문법 연습 Ⅱ

문법 연습 Ⅱ

1
2
3
4

1
2
3
4

앉아도 돼요
먹어도 돼
와도 돼요
출발해도 돼요

타게 됐어요
살게 됐어요
배우게 됐어요
먹게 됐어요

어휘 및 문법 연습

문법 연습 Ⅲ

1 1) ⑤   2) ⑥   3) ③   4) ①   5) ②   6) ④
2 1) 냉장고처럼   2) 한국 사람처럼
3 1) 처럼 / 코트를   2) 신발을 / 신어도 돼요  

1 고양이, 누나, 누나, 고양이
2 남자, 여자, 여자, 남자

3) 티셔츠를 / 가도 돼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④ 바이올린 - ㉡ 켜다   2) ② 배드민턴 - ㉠ 치다     
듣고 말하기 연습

1③
2④
3 O/X/X

3) ③ 스키 - ㉢ 타다   4) ⑤ 기타 - ㉠ 치다
5) ⑥ 피아노 - ㉠ 치다   6) ① 테니스 - ㉠ 치다
2 1) 찾게 됐어요     2) 못 가게 됐어요     3) 알게 됐어요
3 1) 살 때   2) 어릴 때   3) 먹을 때   4) 심심할 때

읽고 쓰기 연습

듣고 말하기 연습

1 원피스 / 정장
2③
3 1) ③   2) ②   3) ④

1④
2③
3 O/X/O

듣고 말하기 대본

읽고 쓰기 연습

종업원
지연
종업원
지연
종업원

1 K POP
2④
3 ① ㉠   ② ㉡   ③ ㉢   ④ ㉣

지연

어서 오세요. 손님, 뭐 찾으세요?  
네. 밝은 색 원피스 좀 보여 주세요.
이
 건 어떠세요? 요즘엔 이렇게 짧은 게 유행이에요.  
이거 한번 입어 봐도 돼요?
물
 론이죠. 저쪽에 들어가서 입어 보세요. 어머,
손님. 노란색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손님 옷처럼
사이즈도 딱 맞네요. 할인해서 가격도 괜찮은데….
어떠세요?
음
 , 가격이랑 색깔은 괜찮은데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보고 올게요.

듣고 말하기 대본
나타샤 쯔
 엉 씨,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지요? 근데
언제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쯔엉 아
 , 제가 기숙사에 살 때 같은 방 친구가 ‘너에게로
또 다시’라는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저도 같이 보게 됐어요.
나타샤 아
 , 그 드라마 저도 봤어요. 이야기도 재미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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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배우가 기타 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
 렇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기타를 샀어요.
인터넷을 보고 기타를 배우는데 어렵네요.
나타샤 그
 래요? 그럼 제가 가르쳐 줄까요? 제 취미가
기타치는 거예요.
쯔엉 와
 , 좋아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도 가르쳐
주세요.
쯔엉

18과·대한 씨 딸이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문법 연습 Ⅰ

1
2
3
4

304 쪽

듣고 말하기 대본
대한

샤
 오위 씨,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우리 수아 돌잔치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샤오위 와
 , 수아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정말
축하해요. 시간이 정말 빠르군요. 초대해 줘서
고마워요. 수아한테 뭐가 필요해요? 돌잔치에
필요한 건 없어요?
대한 아
 이고, 필요한 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와서 축하해
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샤오위 아
 니에요. 제가 돌 반지랑 축하 카드를 준비해서
갈게요.
대한 고
 마워요. 샤오위 씨는 역시 한국 문화를 잘
아는군요. 그럼 그날 민국이랑 같이 꼭 오세요.

배운 지
먹은 지
태어난 지
산지

19과·저도 학교 근처로 이사할까 봐요 320쪽
문법 연습 Ⅰ

문법 연습 Ⅱ

1 가 있어요
2 서 있어요
3 입원해 있어요

1
2
3
4

읽거나
살거나
슬프거나
화장품이나

문법 연습 Ⅲ

문법 연습 Ⅱ

1
2
3
4

1 잘까 봐요
2 먹을까 봐요
3 살까 봐요

잘하는군요
가는군요
넓군요
많군

어휘 및 문법 연습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쓴 지   2) 태어난 지   3) 누워 있어요
2 1) 많군요   2) 아프군요   3) 먹는군요
3 1) 기뻐요   2) 섭섭해요   3) 슬퍼요   4) 외로워요

1 ① 화장실 / ② 방 / ③ 거실 / ④ 부엌
2 1) ③    2) ①    3) ②
3 1) 청소나    2) 거실이나    3) 가깝거나
듣고 말하기 연습

듣고 말하기 연습

1①
2②
3 X/X/O

1①
2②
3 X/O/X
읽고 쓰기 연습

읽고 쓰기 연습

1 돌잔치 / 초대하
2①
3 ①,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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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옥
2④
3 아침 식사하기 / 한복 입고 사진찍기 / 차 마시기

듣고 말하기 대본

듣고 말하기 대본

후안 리
 사 씨, 요즘 혼자 사니까 어때요? 하숙집에 살
때보다 편해요?
리사 네, 편하고 좋아요. 방도 넓고요.
후안 혼자 살면 심심하거나 무섭지 않아요?
리사 가
 끔 좀 심심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하숙집에
살 때는 항상 조용히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드라마나 음악을 크게 들을 수도 있어요.
후안 아
 , 정말 편하겠네요. 저도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까 봐요.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서요. 사실 얼마
전부터 고민했는데 오늘 부모님께 한 번 얘기해
봐야겠어요.
리사 그
 래요? 그럼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후안 씨가
이사하게 되면 제가 도와줄게요.

지훈 리
 사 씨 금요일에 시험이 끝나는데 혹시 토요일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약속 없으면 우리 대학로에
갈까요?
리사 어
 떡하죠? 제가 토요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 도와줄 친구가 많지 않아서요. 그런데
대학로는 왜요?
지훈 제
 친구가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초대권을 줬어요.
리사 정
 말요? 저 연극 정말 보고싶은데… 혹시 일요일은
어때요?
지훈 일
 요일도 괜찮아요. 그날 대학로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리사 정말 고마워요. 밥은 제가 살게요.

20과·이번 일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36 쪽


16과~20과·종합문제

352쪽

1 ③   2 ④   3 ②   4 ④   5 ③   6 ④   7 ①   8 ①   
문법 연습 Ⅰ

9 ④   10 ①   11 ②   12 ②   13 ④   14 ④   15 ③   

1 선물할
2갈
3 입을

16 ③   17 ②   18 ①   19 ③   20 ③

문법 연습 Ⅱ

1 추울 것 같아요
2 갈 것 같아요
3 멀 것 같아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거절하다   2) 시간이 있다
2 1) 만날   2) 먹을   3) 부탁할
3 1) 못 갈 것 같아요   2) 필요할 것 같아요   3) 올 것 같아요
듣고 말하기 연습

1 ②, ③, ⑤
2④
3 X/X/O
읽고 쓰기 연습

1 구경을 가
2④
3 다음 달에 방송국에 가기, 점심 사기, 세 사람이 같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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