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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모두의 기억에 남을 한 해였습니다. 2020년 2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

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한국문화가 널리 알려

졌습니다. 한류의 정점에서 학습자들이 세종학당에 문을 두드리던 때 갑작스러운 코

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

으며,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들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을 만날 수 있도

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https://www.iksi.or.kr)을 전격 운

영하였으며, 37,000여명(’20년 11월 기준)의 학습자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

다. 비대면 시대에도 여전히 한국어 학습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이버 한국어 중급> 교재는 <사이버 한국어 초급> 교재에 이어 

후속 교재로 개발되었으며, 국제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3, 4급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 

및 문법 표현을 충실히 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이 실생활 한국어를 자연스

럽게 익힐 수 있도록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기능별 다양한 연습 활동과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를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2’ 온라인 학습 과정과 함께 공부한다면 학습 효과

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http://www.iksi.

or.kr)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교재는 온라인을 통해 E-book 형태로도 제

공되며, 지침서와 활동지, 교사용 수업자료 등을 모든 교원 및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재단은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한

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사이버 한국어 중급> 교재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배재대학교 심혜령 교수님을 비롯하여 개발에 참여해 주신 집필

진 및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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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글로벌화가 범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한국어 학습자 역

시 다양해짐에 따라 이제 전 세계 백 수십여 곳의 세종학당은 제각기 다른 한국어 학습

자의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며 발전해 가야할 시대적 요구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세

종학당재단에서는 고정적 교육과정 중심의 집합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0년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

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자는 등급

에 따라 그 목적과 요구의 양상에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중급에 이르면 학습자들의 한

국어 학습의 목적과 학습자 특성이 초급과 크게 변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

급의 학습자 변인 등이 고려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콘텐츠와 그 교재

를 새로 개발하였습니다. 

금번 개발된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2’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함

으로써 기존 세종학당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종학당 중

급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온·오프라인 양방향 교육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의 특징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이 조화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 및 블렌디드 러닝을 지향한 콘텐츠로 개발되었습니다. 자기주도적, 

모듈식, 온·오프라인 양방향 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로 함께 개발된 본 교재 역시 학습

자 및 교육 현장의 특징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모듈 및 수업 시수에 따라 학습 내용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사이버 한국어 중급 1, 2’와 그 교재 개발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

다. 우선 새 시대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재 집필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완성

도 높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구축과 교재 편집에 최선을 다해 주신 스톰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동병상련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시도한 모듈형 교육

과정 개발과 내용 집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신 집필진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

터의 진한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본 교재와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한국

어 학습자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저자 대표 심혜령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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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Preface 

2020 was a memorable and challenging year for all of us. In February 2020, di-

rector Bong Joon-ho’s film Parasite was awarded the Best Picture at the Academy 

Awards and spread Korean culture across the globe. When learners knocked the door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in the peak of Hallyu (Korean wave), we were not able to 

meet face-to-face with our students due to the sudden outbreak of COVID-19.

 Making the utmost effort to spread Korean and Korean culture amidst the 

COVID-19 pandemic, the foundation provided support for the learners to meet a 

"small Korea in every country of the world" anytime and anywhere online. Therefore, 

the King Sejong Institute website (https://www.iksi.or.kr) was fully operated, and we 

were able to meet approximately 37,000 students online (as of November 2020). The 

passion of learning Korean continues even in this "contectless era."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textbook was developed as a sequel to "Cy-

ber Korean Beginners Course," aimed to faithfully contain the vocabulary and gram-

mar included in Level 3 and 4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Additionally, it provides a variety of activities and assignments for learners 

to naturally acquire real life Korean through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Korean.

 If you take the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1 and 2" online along with 

this textbook, you can increase the learning efficiency. Online courses can be accessed 

through the website of King Sejong Institute (http://www.iksi.or.kr). Moreover, this 

textbook is provided as an E-book online, and instructions, activity sheets, and teach-

ing materials are provided for all teachers and students.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KSIF) will keep on working towards spreading Korean and Korean cul-

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learning materials.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many teachers who helped in 

creating the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textbook. I sincerely thank Pro-

fessor Shim Hye-ryeong from Pai Chai University and all the authors and staff that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December 2020

 Kang Hyun-hwa, President of K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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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ntroduction 

A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re constantly progressing in a 

global scale, those learning Korean are diversifying as well. Therefore, the King Sejong 

Institute, located in more than 100 locations across the globe, is now facing the need of 

the time to develop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and situation of each Korean learner.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classroom education based on a fixed curriculum, the 

"Cyber Korean Beginners Course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was developed 

considering the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the field.

  As students of King Sejong Institute all have different purposes and demands ac-

cording to their level, however, we were able to observe that the purpose and character-

istics of learners who have reached an intermediate level were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beginners course. Therefore, the content and textbook of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of the Online Sejong Institute was developed considering these 

changes in intermediate students. 

The new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1 and 2"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to keep consistency between the previous 

King Sejong Institute curriculum, designed to address the various demands and situation 

of intermediate learners and provide a two-way — online and offline — educational sys-

tem. Also, its content was developed aiming for micro-learning and blended learning that 

can balance the strengths of both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This textbook, created for 

self-directed, modular and two-way education of online and offline, was designed for the 

learner to select what to learn according to the self-directed learning module foll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and its learning environment.

Countless peopl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1 and 2."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Kang Hyun-hwa for her gen-

erous suppor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content and publishing the textbook tailored to 

the new era, as well as all the staff who helped with the project. Additio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staff members of Stormmedia, who have done the ut-

most to structure the high-quality content and edit the textbook.  Above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all the authors of this textbook who have spent countless days 

and nights to develop and create the new content for this modular curriculum.

We hope that Korean learners across the globe can expand their love for Korean and 

Korean culture through learning from this textbook and Korean educational content.

 December 2020 

 Representative author, Shim Hye-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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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온라인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춰 세종학당 학습자로 하여금 

상호 문화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교육과정’은 ‘마이크로 러닝’ 이론을 기반으로 각 

학당의 상황에 맞춰 교육 내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듈식 교육과정’의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교재 역시 수업 시수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유창성과 정확성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풍부한 언어 지식과 다양한 

기능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세종학당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일러두기

교재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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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extbook was created for the student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to learn 

from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aim and purpose of the establish-

ment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This textbook faithfully contains the content of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develop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The "Cyber Korean Intermediate Course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was developed as a "modular curriculum" based on the "micro-learning theory by 

selectively applying the educational content based on the situation of each institute. 

Therefore, the textbook was also created so the learning content can be selectively 

us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classes.

This textbook includes various activities and abundant knowledge on language 

that can evenly develop the fluency and accuracy of Korean. 

This textbook is structured so that each learner from different situation can learn 

Korean by meeting his/her demand.

일러두기 Introductory Remarks

교재 내용 구성 Textbook Composition



본 교재의 단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PART 1에서는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정확성을 높이고, PART 2에서는 한국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한국어의 유창성을 키웁니다.

두 개 단원마다 있는 PART 3에서는 다양한 과제를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 외에 어휘와 문법을 더 연습할 수 있는 ‘익힘책’이 있습니다.

Part1 Part2 Part3

어휘	학습 어휘	연습 문법	학습	(1~3) 문법	연습	(1~3)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	통합	

활동어휘	학습 어휘	연습 문법	학습	(1~3) 문법	연습	(1~3)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단원의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통해	학습자는	본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제를	상위어로	하여	

하위어를	20개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예문은	맥락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원 구성 

▶	PART	1:	어휘와	문법으로	구성

•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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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은	해당	문법의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되거나	

형태를	익힐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의’,	‘예시’,	‘정보’의	

순서로	교육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학습한	어휘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해당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들도	일부	

제시했습니다.

연습	2는	문법의	성격에	

맞는	상황맥락을	설정하여	

단순	형태	연습에서	

탈피한	응용된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	문법

내용	확인	문제를	3개	

제시했습니다.

•	새	표현

PART	1에서	확장되어	

새롭게	제시된	어휘나	

표현은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단원의	주제,	목표	어휘,	

목표	문법,	언어	기능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담화를	

구성했습니다.

PART	1에서	확장된	새	어휘	

및	표현이	등장합니다.

▶	PART	2:	의사소통	기능으로	구성

•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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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연습’은	‘쓰기	

학습’에서	제시한	짧은	글을	

활용하여	형식	지향적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쓰기	과제’는	해당	단원의	

주제에	맞춰	보다	자유로운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말하기	연습’은	‘말하기	

학습’에서	제시한	짧은	

대화문을	활용하여	형식	

지향적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혼자서도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업	완수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내용	확인	문제를	3개	

제시했습니다.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쓰기	학습’은	목표	

문형을	활용한	짧은	글로	

구성했습니다.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담화	중심의	교육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말하기	학습’은	목표	문형을	

활용한	짧은	대화문으로	

구성했습니다.

‘말하기	과제’는	해당	단원의	

주제에	맞춰	보다	자유로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단원의	주제,	목표	어휘,	

목표	문법,	언어	기능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글을	

구성했습니다.

PART	1에서	확장된	새	어휘	

및	표현이	등장합니다.

•	말하기

•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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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다양한	표현	

연습이	가능하도록	기능	

통합형(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등)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PART	2에서	새롭게	제시된	

문법입니다.

‘정의’,	‘예시’,	‘정보’의	

순서로	정보를	제시했으며,	

문법	연습도	별도	

제시했습니다.

▶	PART	3:	두	단원마다	기능	통합형	과업	제시

•	부가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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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 

단원 제목
PART	1 PART	2 PART	

3주제	및	
어휘

문법
부가	
문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1과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날씨와	
계절

-는다면서
치고

-고
한국의	봄	
날씨	

일기	
예보처럼	
말하기

한국의	여름	
날씨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쓰기
읽고	
쓰기

2과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지역
-는지	

-는대
이야

새로	이사	
가는	지역

내가	사는	
지역	

소개하기

살기	좋은	
지역

지역의	
유명한	곳	
소개하기

3과
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주거

에	비하여

-듯이
-거니와	

부동산에서	
집	구하기

집에	대해	
평가하기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

같이	살	사람	
모집하는	
글	쓰기

읽고	
말하기	

4과
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인테리어
-고	해서
-는	김에

-다니
바뀐	

인테리어

인테리어	
관련	

상담하기

인테리어	
관련	질문과	

답변

내	방	
인테리어	
소개하기	

5과

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동식물
-더니
-었더니

-어야지
새로	입양한	

동물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설명하기

유기	동물	
보호소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일기	쓰기
듣고	
말하기	

6과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지형과	
기후

-어서인지
-으며

-고도
이며

여행지의	
지형

관광	안내원
이	되어	

여행할	곳의	
지형과	기후	
소개하기	

제주도의	
지형과	기후

자기	나라의	
기후	특징에	

대해	
설명하기

7과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취업과	
면접

-더라도
으로서

이나마 취업
면접에	

도움이	되는	
조언	구하기

회사	지원	
관련	정보

간단한	자기
소개서	쓰기

듣고	
말하기	

8과

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

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
-는	대로

-을수록
-게
대로

회사	업무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	
말하기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조언	

직장	생활	
경험	쓰기	

9과
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교통

-는	바람에

-을	뻔하다
-는다니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	

대중교통	
이용	경험	
이야기하기

대중교통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하기 듣고	

말하기

10과
이	지역에서	생산되
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지리와	
경제	

마저,	까지2	
-어	놓다/두다

-는	사이
에	

지역	
특산물을	
파는	시장	

고향에	대해	
발표하기

도시의	특징
특산물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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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은행
에	따라

-는	줄
만	같아도

은행	직원과	
상담

은행	업무에	
대해	말하기

은행	
서비스

송금	실수	
경험에	대해	

쓰기
읽고	
말하기

12과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우편과	
배송

-나요

-든지	

-으므로
소포	배송

우체국	택배	
접수하기

택배	이용	
안내문

우편	서비스	
이용	후기	
쓰기

13과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재난과	
구조

-어	버리다

-는다면
이든

재난	관련	
뉴스

재난과	
구조에	대해	
말하기

물놀이	
안전	교육

재난과	
구조에	대한	
경험	쓰기

읽고	
쓰기

14과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신체와	
운동

-을걸

-던데2
이라도 바른	자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	
말하기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스트레칭	
동작	

묘사하기

15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과	
식생활

-는	모양이다

-는	듯
-다시피

건강식품에	
관한	인터뷰

약국에서	
몸	상태에	
대해	말하기

올바른	
식습관

잘못된	식습
관에	대해	
반성하기

읽고	
쓰기

16과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위생과	
감염

-어	대다
으로	인하여

-는다거
나2

독감과	예방
위생	관리	
방법에	대해	
말하기

기침	예절
감염	예방에	
대한	안내문	

쓰기

17과
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잠을	못	자요

질병과	
치료

-나	싶다

-으려야
-는	통에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

질병	원인에	
대해	말하기

병의	특징과	
예방법

특별한	치료	
경험	쓰기

읽고	
쓰기

18과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학교생활
과	교육

-고	보다

-기에
에	의하여

대학	진학	
상담

학교생활	
중에서	

중요한	점에	
대해	말하기

학생이	바라
는	교육	수준

학교	교육	
이후의	

배움에	대해	
설명하기

19과
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한국의	
교육

-고자
커녕

-고	들다
온라인	

학습에	대한	
뉴스	보도

학원과	개인	
교습의	

특징에	대해	
말하기

한국	학생의	
특징

다양한	교육
에	대해	쓰기

읽고	
쓰기

20과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산업과	
직업

-을	따름이다

-는	한
으로써

새로운	
기술로	개발
된	자동차

진로	고민에	
대해	말하기

산업	발달에	
따른	직업의	

변화

장래에	바라
는	직업에	
대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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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It rains a lot in Korea in the summer



●	‘날씨’	및	‘계절’에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weather’ 
and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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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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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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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날씨	관련	어휘
Weather related vocabulary

●	계절	관련	어휘
Season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는다면서					●	치고					

문법 Grammar

●		한국의	봄	날씨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spring weather in Korea.

듣기 Listening

●		한국의	여름	날씨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summer weather in Korea.

읽기 Reading

●		좋아하는	계절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their favorite season.

쓰기 Writing

●		날씨	정보를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weather information.

말하기 Speaking

PART

01

PART

02
 

●	-고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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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덥다
 날씨가 무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 

●	 영상
 오늘 아침 기온은 영상 15도입니다. 

●	 영하
 내일 아침부터는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	 최고 기온
 오늘 최고 기온은 영상 35도까지 올라가서 매우 덥겠습니다.

●	 최저 기온
 오늘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서 아주 춥겠습니다. 

날씨 Weather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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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근하다
 오늘은 기온이 올라가 춥지 않고 포근한 날씨예요

●	 화창하다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고 공기도 맑다. 

●	 날이 풀리다
 봄이 되어 날이 풀리니까 야외활동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Part 11과ㆍ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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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쌓이다
 눈이 많이 쌓이면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	 소나기가 그치다
 소나기가 그치니까 공기가 시원해졌더라. 

●	 습도가 높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에는 습도가 높습니다. 

날씨 Weather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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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가 크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	 폭설이 내리다
 폭설이 내려서 기차가 안 다녀요. 

●	 폭우가 내리다
 폭우가 내려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왔어요. 

Part 11과ㆍ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24    

●	 꽃샘추위
 3월 말까지는 눈도 오고 꽃샘추위가 계속 된대. 

●	 열대야
 열대야에는 더워서 잠을 잘 못 자요. 

●	 나들이를 가다
 우리는 도시락을 싸서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	 단풍이 들다
 지난주부터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	 더위를 식히다
 한여름 더위를 식혀 주는 음식으로는 팥빙수가 있습니다.

계절 Season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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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를 타다
 저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여름을 정말 싫어해요. 

●	 물놀이를 하다
 우리는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왔어요. 

●	 자외선이 강하다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세요. 

●	 잠을 설치다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	 추위를 타다
 추위를 타서 겨울에는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아요. 

Part 11과ㆍ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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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영하 열대야 날이 풀리다 습도가 높다

1) 																							의	날씨가	계속	이어져	많이	춥겠습니다.	

2) 																							아서/어서	길에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다.	

3) 장마철에는																								아서/어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4) 한국에서는	여름밤의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이)라고	합니다.	

마르다 dry 녹다	melt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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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에 알맞은 문장을 골라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를 갑니다
산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를 타서 항상 옷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	

	

																							

	 .	

	

1) 2) 

																							

	 .	

	

																							

	 .	

	

3) 4) 

Part 11과ㆍ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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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서

들어서	아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여	물을	때	쓰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used to ask questions to confirm one's knowledge.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다면서요?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면서요?

민국	씨	여자	친구가	중국	사람이라면서요?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면서요?

리사가	다음	주부터	태권도를	배울	거라면서?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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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먹다 먹는다면서

오다 온다면서

살다 산다면서

형용사
작다 작다면서

크다 크다면서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라면서

받침	X 의사 의사라면서

1	 대한	씨는	매일	아침에	신문을																																					?	(읽다)

2	 나타샤	씨는	빵을	집에서																																					?	(만들다)

3	 이번에	새로	하는	드라마가																																					?	(재미있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이번 주말에 물놀이를 간다면서요? (가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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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

	 나:	그렇대.	우리	오늘	한번	가	볼까?	

2	 가:																																																																																																																																		?

	 나:	응.	우리	반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	

3	 가:																																																																																																																																		?

	 나:	어떻게	알았어?	요즘	매일	잠을	설쳐서	너무	피곤해.	

보기 가: 요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다면서?
나: 응, 다음 달에 한국어 시험이 있거든.

요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다면서
열대야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면서
너도 어제 축구장에 갔다면서
새로 생긴 식당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Part 11과ㆍ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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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1.	뒤에	나오는	내용이	‘치고’의	앞에	있는	말에	대해	예외적임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that indicates that the content following ‘치고’ is exceptional from the previous 

content.

2.	‘치고’의	앞에	있는	말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예외	없이	같음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that indicates that the content in front of ‘치고’ is the same as the following content 

without exception.

1.	사비나	씨는	모델치고	키가	크지	않은	편이에요.

	 여름	장마철치고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네요.	

2.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어린아이치고	과자를	안	좋아하는	아이를	못	봤다.

예시

정의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학생 학생치고

휴가 휴가치고

1	 작은	호텔	/	숙박비가	비싸다

	 →																																																																																	숙박비가	비싸다.

2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	잘	그렸다	

	 →	어린	아이가	그린																																																																																	잘	그렸다.

3	 요리를	처음	해	본	것	/	잘	한	편이다

	 →	요리를	처음	해	본																																																																																	잘	한	편이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겨울 / 춥지 않다
→	겨울치고 춥지 않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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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나:																																																																																																												 													.

2	 가:	얼마	전에	싸게	산	아이폰인데	벌써	고장이	났어요.

	 나:																																																																																																															 										.

3	 가:	농구	선수들이라서	다들	키가	크네요.	

	 나:																																																																																																																 									.

보기 가:  한국 사람들은 매일 김치를 먹는다면서요?
나:  네. 한국 사람치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치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값이 싼 물건치고 오래 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치고 게임을 안 좋아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농구 선수치고 키가 작은 사람을 못 봤어요 

Part 11과ㆍ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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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응.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풀렸어.

지난주엔 꽃샘추위 때문에 

잠깐 추웠는데 오늘은 

포근해졌네.

개나리	forsythia 야외활동	outdoor activities 피다	bloom
벚꽃	cherry blossoms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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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날씨는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2 쯔엉 씨는 겨울에 왜 우울했어요?
 Why was Truong depressed in winter?

① 날씨가	추워서	 ② 꽃을	못	봐서	

③	야외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④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3 대화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statem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conversation.

①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	 

② 두	사람은	꽃구경하러	갈	것이다.	

③	봄치고는	꽃이	많이	안	핀	편이다.		

④	쯔엉이	사는	동네에서는	꽃을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Part 21과ㆍ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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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고

뒤에	올	것을	생략한	채로	질문함을	표현하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which expresses a question by omitting what will follow.

가:	그래,	공부는	재미있고?

나:	네.	괜찮아요.	

가:	오랜만이네요.	이제	바쁜	일은	끝났고요?

나:	네.	요즘은	좀	한가해요.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어서	와.	밥은																																			?	(먹었다)

2	 참,	지난주에	여행	갔었지?	여행은																																			?	(재미있었다)

3	 결혼	소식	들었어.	결혼	준비는																																			?	(잘	되어	가다)

보기 잘 도착했어? 거기 날씨는 좋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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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먹다 먹고

오다 오고

형용사
작다 작고

크다 크고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고

받침	X 의사 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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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퇴원하다	to be discharged from hospital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펜은 넣었고?
오늘 비 온다던데. 우산은 챙겼고?
리사 씨요? 사비나 씨가 아니고요?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1	 가:	이제	외출	준비	다	했어.	

	 나:																																																																																																																

2	 가:	리사	씨가	어제	퇴원했대요.

	 나:																																																																																																																

3	 가:	할아버지,	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나:																																																																																																																

보기 가: 책하고 공책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나: 펜은 넣었고?

1과ㆍ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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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1월 15일 월요일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겨울치고는 따뜻했는데요.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오늘도 계속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눈이 그친	상태인데요.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리고	밤부터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퇴근하시는	분들은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이고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로 많이

춥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일기 예보처럼 말하기

빗길	rainy (wet) path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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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은	무슨	계절이에요?	
 What season is it now?

2 오늘	날씨가	어때요?
 How's the weather today?

3 이런	날씨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What should I do in this weather?

4 오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은	몇	도예요?	
 What's the highest and lowest temperatur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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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7월 17일 수요일

비가 그치다 비가 내리다,  폭우 최고 기온 27도이다,  최저 기온은 21도이다빗길

비가 오늘도 계속되다여름, 덥지 않다 

7월 17일 수요일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치고는																																																																															.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	

지금은	잠시																																																							상태인데요.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밤부터는																															예상됩니다.	

퇴근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보기

Part 21과ㆍ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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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한국의	여름은	장마가	끝나면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여름은	햇빛이	

강할	뿐만	아니라	습도가	높아서	아주	무덥습니다.	가끔	반가운	소나기가	

내려서	더위를	식혀	주기도	하지만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정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여름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날씨가	더운	탓에	

기운도	없어지고	입맛도	잃게	됩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삼계탕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치고	삼계탕을	안	먹어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햇빛	sunlight 입맛	appetite 기운	energy
한여름	midsummer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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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여름은 어때요?
 How is summer in Korea?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소나기가	내리면	추워집니다.	 

② 여름에는	매일	삼계탕을	먹습니다.

③	여름치고	열대야가	없는	날이	없다.		

④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①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춥다. 

②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③	햇빛이	강하고	습도가	높아서	무덥다.		

④	장마가	끝나면	무덥지	않은	날씨가	계속	된다.	

2 한국 사람들이 더울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음식은 무엇이에요?
 What food does Koreans eat to stay healthy when it's hot?

① ②

③ ④

Part 21과ㆍ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내가	좋아하는	계절	

나는	한국의	계절	중에서	가을을	제일	좋아한다.	

가을에는	날씨가	시원해서 좋기도	하지만	단풍으로 물든 산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단풍이 드는 가을철에는 매주 등산을 하러 간다.	

내가 가 본 산 중에서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산은 설악산이다.			

설악산 단풍의 화려함을	잊을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친구가	가을 산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내장산에	안	

가	본	사람이	없다면서	내장산에	가	보라고	추천해	줬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친구와	내장산에	가기로	했다.	

계절 소개하는 글 쓰기

화려함	splendid 꽃구경	flower viewing 내장산	Naejangsan Mountain
유채꽃	canola flower 날리다	Fly 진해	Jinhae

40    

쓰기 Writing



1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
 Which season do you like?

2 그	계절의	날씨는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in that season?

3 그	계절을	왜	좋아해요?
 Why do you like that season?

4 그	계절에	무엇을	해요
 What do you do in tha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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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봄 봄, 따뜻해서 좋다, 꽃이 많이 피이서 아름답다 

꽃이 피는 봄철에는 항상 꽃구경을 가다

내가 가 본 봄 축제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진해 벚꽃 축제이다

눈처럼 날리는 벚꽃 잎 제주도꽃 축제, 제주도의 유채꽃 축제,제주도 유채꽃 축제

내가	좋아하는	계절	

나는	한국의	계절에서	봄을	제일	좋아한다.	

									에는	날씨가																															도	하지만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

																																																																																																																																						 .

																																						 				을	잊을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치고																																							 에	

안	가	본	사람이	없다면서																																										 에	

가	보라고	추천해	줬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친구와																										 	에	가기로	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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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과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I think it would be good to live here because of the 
convenience facilities



 

●	‘지역	생활’	및	‘편의	시설’과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local life’ 
and ‘convenienc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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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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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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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는지					●	-는대					

문법 Grammar

PART

01

PART

02 ●		새로	이사	가는	지역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the new area that one is moving to.

듣기 Listening

●		살기	좋은	지역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good 
places to live in.

읽기 Reading

●		지역의	유명한	곳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famous places in the region.

쓰기 Writing

●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소개할	수	있다.	
Students can introduce about the area they live in.

말하기 Speaking

●	지역	생활	관련	어휘
Local life related vocabulary

●	편의	시설	관련	어휘
Convenience facilities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이야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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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되다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변이 많이 개발되었다. 

●	 근교
 주말에 서울 근교로 놀러 가자.

●	 대도시
 서울특별시는 한국에서 제일 큰 대도시이다.

●	 명소
 경주는 가 봐야 할 명소들이 많다.

●	 수도권
 수도권에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지역 생활 Local life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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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방학에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갈 거야.

●	 인구
 서울은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	 지방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장사를 했다.

●	 인심이 좋다
 이 식당 주인은 인심이 좋아서 늘 음식을 가득 담아 준다.

Part 12과ㆍ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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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공공시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교육 시설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학교, 도서관 등 교육 시설이 많아야 한다.

●	 문화 시설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 시설을 더 많이 짓겠습니다.

●	 복잡하다
 도시는 사람과 차가 많아서 너무 복잡하다.

●	 편의 시설
  요즘 쇼핑센터는 영화관, 미용실, 음식점 등 편의 시설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	 한가하다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한가하다.

편의 시설 Convenience facilities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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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을 벗어나다
 도심을 벗어나면 차가 적어서 공기가 좋다.

●	 삶의 질이 높다
 근처에 편의 시설이 많고 공원도 있어서 삶의 질이 높다.

●	 잘 갖추어지다
 부산은 관광객이 많아 관광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	 접근성이 좋다
 이 호텔은 역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	 휴식을 취하다
 산책하다가 근처 벤치에서 휴식을 취했다.

Part 12과ㆍ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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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발달하다	develop

인구 수도권 공공시설 접근성이 좋다

1) 대도시는	시골보다																																				가	많다.

2) 도시와																																				(으)면	편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3) 																																			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써야	한다.

4)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해서																																				에	살아도	괜찮다.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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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되는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hoose the opposite words and complete the sentence.

시골           지방          한가하다

1) 수도	↔	[																	]

 요즘은																																				도	서울만큼	교통이	편리한	곳이	많다.

2) 도시	↔	[																	]

 																																			은	산이	많아서	공기가	맑다.

3) 바쁘다	↔	[																	]

 요즘	할	일이	없어서	매우																																				.

Part 12과ㆍ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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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1.	막연한	의문,	강조,	추측,	걱정	등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expresses vague questions, emphasis, assumptions, concerns, etc.

2.	뒤에	오는	말의	내용에	대한	막연한	이유나	판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indicates a vague reason or judgment for the content of the following.

1.	한복을	어떻게	입는지	알아요?

	 장학금을	받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올지	아니?	

	 지훈이가	점심은	먹었는지	걱정이다.	

2.	지훈이는	좋은	선물을	받았는지	매우	기쁜	표정이었다.

	 동생이	기분이	좋은지	집에	가는	동안	계속	작게	노래를	불렀다.	

	 집에	사람이	없는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신발이	편안한지	오래	걸을	수	있었다.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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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는지
먹다 먹는지

오다 오는지

-을지

받침	O 먹다 먹을지

받침	X 오다 올지

받침	‘ㄹ’ 살다 살지

형용사

-은지
받침	O 작은지

받침	X 큰지

-을지
받침	O 작다 작을지

받침	X 크다 클지

(명사)

이다

인지
학생 학생인지

의사 의사인지

일지
받침	O 학생 학생일지

받침	X 의사 의사일지

문 법 Grammar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51

9과ㆍ성격과 외모

1	 도서관이	어디에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있다)

2	 다음	주에	그	가수가	어디에서																																		알고	있어요?	(공연하다)	

3	 공부를	안	해서	문제를	아무리	봐도	무엇이																																		모르겠어요.	(정답이다)

보기 새로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쁘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이사	온	후에	지낸	방이	좀																																		감기에	걸렸다.	(춥다)

2	 언니가	휴대폰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잃어버렸다)

3	 지훈이가																																		저녁	내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화가	났다)	

보기 친구가 많이 배고픈지 음식을 여러 개 시켰다. (배고프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Part 12과ㆍ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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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하거나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할	

때	쓰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rectly convey what others have said or to convey a previously 
known fact.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는	보통	‘-는대’를	쓰지만	질문을	전달할	때는	‘-냬’,	명령이나	

요청을	전달할	때는	‘-래’,	권유나	제안을	전달할	때는	‘-재’를	쓴다.
Although ‘-는대’ is used to deliver other people's words, ‘-냬’ can be used to deliver a question,  
‘-래’  to deliver an order or request, and ‘-재’ to deliver a recommendation or suggestion.

이	영화	주인공은	마지막에	죽는대.	

여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옷이	크냬.	

선생님께서	내일까지	숙제를	다	해	오래.	

동생이	오늘	저녁에	같이	드라마를	보재.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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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냬’를	쓸때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한다	
Using ‘-냬’ Combine with a verbs and adjective ‘이다’.

‘-래’를	쓸때는	동사와	결합한다.	
Using ‘-래’ Combine with verbs.

정보

동사
받침	O 먹다 먹는대

받침	X 오다 온대

형용사
작다 작대

크다 크대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래

받침	X 의사 의사래

동사
먹다 먹냬

오다 오냬

형용사
작다 작냬

크다 크냬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냬

받침	X 의사 의사냬

동사
먹다 먹을래

오다 올래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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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쓰기	수업에서	들었는데	작가들은	책을	정말	많이																											.	(읽다)

2	 방금	안내	방송을	들었는데	백화점	영업시간이	벌써																											.	(끝났다)

3	 어머니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가족	오늘	저녁은																											.	(외식이다)

1	 언니	:	저녁은	먹었어?	

	 →	가:	언니가	뭐라고	했어?	

	 	 나:																																																													.

3	 여자친구	: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내일	만나자.	

	 →	가:	여자친구가	뭐라고	답했어?	

							 	 나:	오늘은	못	나올	것	같대.																																																																							.

2	 식당	직원	:	여기에	앉으세요.	

	 →	가:	직원이	방금	뭐라고	말했어?

						 		 나:																																																													.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보기

친구가 알려 줬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마트가 정말 크대. (크다)

선생님 : 숙제를 다 해 왔어요?
→ 가: 선생님께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 
 나: 숙제를 다 해 왔냬.

‘-재’를	쓸	때는	동사와	결합한다.
Using ‘-재’ Combine a with a verbs.

동사
먹다 먹재

오다 오재	

작가	author 영업시간	business hours 안내	방송	announcement

Part 12과ㆍ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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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아주 마음에 들어. 소개해 준 

직원 말을 들어 보니 좋은 점이 

정말 많더라고. 

새로 이사 가는 

동네는 어때?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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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 이사 가는 집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Choose everything nearby the new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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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새로	이사	가는	병원	 ② 새로	이사	가는	회사

③	새로	이사	가는	동네	 ④	새로	이사	가는	친구

① 병원 ② 마트

③	백화점	 ④	영화관

① 동네가	한가해서 ②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서

③	주변에	편의	시설이	많아서	 ④	부모님	댁과	거리가	가까워서

3 새로 이사 가는 곳은 왜 살기가 좋아요? 
 What is good about a new place that she is moving to?

Part 22과ㆍ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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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이야

앞의	내용이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조사.
It is a particle used when one wants to emphasize that the preceding content is inevitable.

라면이야	내가	제일	잘	끓이지.	

말하기야	잘하지만	쓰기를	잘하지	못해요.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또	벌면	되지만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	(돈)

2	 동생은	가수니까																																	잘	부르지만	춤은	정말	못	춘다.	(노래)

3	 해외에서																																	보낼	수	있지만	아마	전화는	힘들	거예요.	(이메일)

보기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받침	O 학생 학생이야

받침	X 의사 의사야

진수야 책을 좋아하니까 도서관에 있겠지.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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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되돌리다	restore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밥도	못	먹어서	아쉽네요.

	 나:	괜찮아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먹으면	되죠.	(밥)

2	 가:	너	스페인어를	정말	잘	하더라.	

	 나:																																	몇	년을	배웠으니까	잘하지만	한국어는	아직	잘	못해요.	(스페인어)

3	 가:	짐	정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	아니에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짐	정리)

보기 가: 한국어 잘 하니까 숙제 금방 할 수 있지?
나: 한국어 숙제야 금방 할 수 있지. (한국어 숙제)

2과ㆍ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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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얼마	전에	이사했다고	그랬죠?	어디로	갔어요?

나:		지하철역 근처로	이사했어요.	교통이 편리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출퇴근하기도 좋고요.

가:	너무	좋겠네요.	

나:		네.	그리고	곳곳에 교육 시설이나 문화 시설도 많아서 좋아요.	근처에      

경복궁 같은 명소도 있고요.	

가:	주말에	한번	놀러	가도	돼요?	

나:		네.	이번	주	주말에	경복궁에서 문화 행사를 한대요.	오면	같이						

구경해요.

내가 사는 지역 소개하기

출퇴근하다	commute to work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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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어떤	지역에	살아요?
 What area do you live in?

2 그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3 그	지역은	어떤	점이	좋아요?	
 What is good about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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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시골

편안히 휴식을 취할 곳도 많아서 좋다 동네 사람들 인심도 좋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다 저녁을 먹다 

도심을 벗어나다, 한가하다           복잡하지 않아서 살기 좋다

가:	얼마	전에	이사했다고	그랬죠?	어디로	갔어요?

나:	시골로	이사했어요.																																													얼마나																																												몰라요.

	 																																																																																																																																.	

가:	너무	좋겠네요.	

나:	네.	그리고																																																																																																																.																														

	 																																																																																																																		.

가:	주말에	한	번	놀러가도	돼요?

나:	네,	이번	주	주말에																																																																																											.	

오면	같이																																																																																				.

보기

Part 22과ㆍ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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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내가	사는	곳이	살기	좋은	지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우체국,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과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도서관,	

대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이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도	많이	

있다.	그리고	운동	경기장,	공연장	등	문화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좋다.	다양한	

경기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역사적인	

명소가	있는	것도	좋다.	그곳에서	열리는	역사,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해야	한다.	안전하지	않으면	

잘	개발된	도시도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없다.	

특징	characteristics 교육적	educational 역사적	historical
안전하다	safe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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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2 지역에 역사적인 명소가 있으면 왜 좋은지 고르세요. 
 Choose why it's good to have a historical attraction in your area.

① 명소	근처가	한가하기	때문에	 

② 지역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③	관광객과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④	문화	행사를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살기	좋은	지역의	인구는	많지	않다. 

② 살기	좋은	지역에는	공원이	없어도	된다.	

③	살기	좋은	지역에	가려면	도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④	살기	좋은	지역에는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사기	좋은	물건 ② 살기	좋은	지역

③	먹기	좋은	음식	 ④	가기	좋은	장소

Part 22과ㆍ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김미라이다.

우리는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다.

미라의	첫인상은	조금 차가워 보였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친절하고 밝은	성격이다.

힘든 일이 있는 친구들에게 미라는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 준다.

나도	미라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미라는	나에게	정말	둘도	없는	좋은	친구이다.

친구 소개하기

세계문화유산	world heritage

지역의 유명한 곳 설명하기

안녕?	

저번에	보내	준	메일을	잘	봤어.	

내가	사는	곳이	궁금하다고	했지?	

내가	사는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어.	너무	유명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빵을 사러 오기도 해.	그 집 빵은 맛있고 가격이 싸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	가장	유명한	빵은	크림빵인데	정말 달고 부드러워.	한국에	오면	한번	

먹으러 가자.	

올	때	연락	줘.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	

안녕.

jhpenpal@sejong.kr

lalisa@sejong.kr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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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는	어떤	명소가	있어요?
 What are some attractions in your area?

2 그곳은	왜	유명해요?	
 Why is that place famous?

3 그곳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4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What can you do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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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관광 명소

행사 밤에 관광 명소 주변을 산책하는 것   

그곳은 세계문화유산이고 행사가 많다

그때 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 보다

구경하러 오다

보기

안녕?	

저번에	보내	준	메일을	잘	봤어.	

내가	사는	곳이	궁금하다고	했지?	

내가	사는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관광명소가	있어.	너무	유명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

																																																																																																	 		.

가장	유명한																					는																																			인데																																											 .

한국에	오면	한번																										가자.	올	때	연락	줘.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		

안녕.	

lalisa@sejong.kr

jhpenpal@sejong.kr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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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2과ㆍ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과제

잘 읽고 써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complete the writing assignment.

이번	겨울에도	태백산에서	눈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겨울치고	

눈이	적게	내렸지만	축제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	축제	첫날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눈사람	만들기	대회가	개최되고	축제	기간	내내	문화	광장에서는	

얼음	미끄럼틀을	탈	수	있고	얼음집을	직접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얼음	조각	전시회에서는	얼음으로	만든	이집트	피라미드,	프랑스	에펠탑,	

한국	남산	타워	등도	볼	수	있다.	

태백산	Taebaeksan Mountain 축제	festival 개최	host
눈사람	snowman 광장	plaza 미끄럼틀	slide
얼음집	Igloo 조각	piece 피라미드	pyramid
에펠탑	Eiffel Tower 남산	타워	Namsan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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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1 우리 지역에 유명한 축제가 있어요? 어떤 축제예요?
 It there a famous festival in your area? Which festival is it?

2 우리 지역 축제에는 어떤 행사가 있고 그 행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What event takes place in your local festival and what can you do in the event?

1 어떤 축제에 대한 글이에요?
 What festival is it about?

2 이 축제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What can you do at this festival?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and answer the questions.

지역 축제에 대해 소개해요. 
Try introducing the local festival.

과제Ⅰ

과제Ⅱ

과제Ⅱ 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 축제를 소개하는 기사문을 써 보세요.
Use “Assignment 2” to write an article introducing the local festival.

과제Ⅲ

																			에서												일간	

가	열릴	예정이다.		

	

	

	

	

	

	

																		~																			(																			일간)															

장								소:																																																					.	

주요행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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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I am looking for a villa or studio with affordable rent



●	‘주거	환경’	및	‘주거비’에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residential 
environment’ and ‘housing costs.’

●	에	비하여’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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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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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주거	환경	관련	어휘
residence related Vocabulary

●	주거비	관련	어휘
Housing costs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에	비하여						●	-듯이					

문법 Grammar

●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buying a house in real estate.

듣기 Listening

●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information 
they need when buying a house in Korea.

읽기 Reading

●		같이	살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post about finding a roommate/
housemate.

쓰기 Writing

●		집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Students can evaluate a house.

말하기 Speaking

PART

01

PART

02 

●	-거니와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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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하다
 부모님은 같은 집에서 30년 넘게 거주하셨다.

●	 경비실
 문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경비실에 연락했다. 

●	 고층
 아파트 고층에 살면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낡다
 이 가방은 오래 써서 많이 낡았다.

●	 보안 시설
 이 건물은 보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 

●	 부동산
 이사할 집을 찾을 때는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세요. 

주거환경 Residential environment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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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수영장이 실외에 있어서 여름에만 사용한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집으로 사용해도 되고 사무실로 사용해도 된다.

●	 저층
 우리 집은 아파트 저층이라서 엘리베이터 대신 주로 계단을 이용한다.

●	 전망이 좋다
 높은 층에 살면 전망이 좋다.

●	 집을 구하다
 혼자 살게 돼서 집을 구해야 한다.

Part 13과ㆍ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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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	 계약하다
 새로 살 집을 어제 계약했어요.

●	 관리비
 이번 달에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 

●	 난방비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주거비 Housing costs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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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이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	 월세
 한 달에 50만 원을 내고 이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 

●	 자취
 이번에 자취를 하게 되어 집을 구해야 한다.

●	 전세
 전세로 살면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Part 13과ㆍ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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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경비실 부동산 보안 시설 집을 구하다

1) 이번에는	창문이	큰																															고	있어요.	

2) 다음	주에																															에	가서	이사할	집을	알아볼	계획이다.

3) 우리	아파트	안에	들어오려면																															에	먼저	들러야	해요.	

4) 이	빌라는																															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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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irate words.

 월세 전세 보증금 관리비

대한	오피스텔

보기 	전세	9000만	원

전기세,	난방비	등	

1)																							가	

저렴해요!	

(월세는	없습니다.)

지하철역	앞	(10분!)

오피스텔	

2)																							4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세종	오피스텔

월세	80만	원

3)																							1000만	원

방2개	오피스텔

Part 13과ㆍ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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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내용의	비교의	대상	또는	기준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that indicates that the preceding content is the object or criteria for 
comparing the following content.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서울의	집값은	비싸다.	

다른	회사에 비하여	우리	회사는	월급이	많은	편이다.
예시

정의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학생 학생에	비하여

의사 의사에	비하여

1	 베트남의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	(한국의	겨울)

2	 																																																	교실이	좁은	편이다.	(학생	수)

3	 																																																	살이	안	찌는	편이다.	(먹는	것)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도시는 시골에 비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시골)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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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결과가	안	좋아서	아쉬웠어.	(노력)

2	 내	동생은																																																				생각이	어른스럽다.	(나이)

3	 이	떡볶이는																																																	맵지	않다.	(다른	떡볶이)

보기  지난 학기에 비해 이번 학기 성적이 더 좋다. (지난 학기) 

Part 13과ㆍ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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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뒤에	오는	내용이	앞에	오는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indicates the preceding content is almost the same as the following 
content.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문화도	다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프듯이	가전제품도	오래	쓰면	고장이	잘	난다.예시

정의

배려	Consideration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정보

동사
먹다 먹듯이

오다 오듯이

형용사
작다 작듯이

크다 크듯이

1	 오래된	친구	사이에도	배려가																																					가족들도	서로	배려해야	한다.	(필요하다)

2	 	흐엉	씨가	전에	저한테	베트남어를																																					이번에는	제가	흐엉	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주었다)

3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웠다.	(쓰러지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사람마다 다르듯이 얼굴이 성격도 다르다. (다르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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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

2 																																																																																																																																																														.

3 																																																																																																																																																														.

보기 물 쓰듯이 돈을 쓴다. 

돈을 쓰다

땀이 흐르다

보기

눈 녹다

비 오다 화가 풀리다

밥 먹다 거짓말을 하다

물쓰다

Part 13과ㆍ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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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어떤 집을 원하세요?

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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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님이 찾고 있는 집을 모두 고르세요.
 Choose all the houses the customer is looking for.

1 두 사람은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Where are they?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빌라 ② 아파트

③	기숙사	 ④	오피스텔

① 이	근처는	월세가	대부분	저렴하다.	 

② 월세가	비싼	집은	보통	전망이	매우	좋다.

③	월세가	싼	집은	보통	보안	시설이	안	좋다.

④	월세가	비싼	집은	보통	난방비가	많이	든다.

① 학교 ② 은행

③	우체국	 ④	부동산

Part 23과ㆍ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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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기숙사비	boarding fees

-거니와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뒤의	내용도	더해짐을	표현하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which acknowledges the preceding content while expressing the 
addition of the following content.

제	동생은	공부도	잘하거니와	성격도	좋아요.

여기는	전망도	좋거니와	월세도	저렴하다.

이	대학은	비싼	등록금도	문제이거니와	기숙사비도	많이	든다.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바람도	많이																																			 비도	와서	등산을	가지	않기로	했다.	(불다)

2	 요즘	할	일도																																			 잠도	잘	못	자서	몸이	안	좋아졌다.	(많다)

3	 부산은	관광지로도	유명한																																			 대도시라서	살기에도	좋다.	(장소이다)

보기 사과는 맛이 좋거니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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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먹다 먹거니와

오다 오거니와

형용사
살다 작거니와

크다 크거니와

(명사)이다	
학생 학생이거니와

의사 의사이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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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어머니,	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나:	네	아빠는	젊었을	때부터																																																 요리도	잘했어.	(성격도	좋다)

2	 가: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나:	전주	어때요?																																																			 볼거리도	많잖아요.	(맛집도	많다)

3	 가:	지수	씨는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	

	 나:	그렇지?																																																							 노래도	잘해.	(그림도	잘	그리다)

보기 가: 대한 씨 이번 시험에 합격했더라. 정말 잘된 것 같아.
나:  그래, 대한 씨는 똑똑하거니와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합격할 줄 

알았어. (똑똑하다)

3과ㆍ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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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우리가	좀	있으면	새로	집을	구해야	되잖아.	어떤	집이	좋을까?

나:		새집은	저층보다는 고층에 있으면	좋겠어.	이	집은	1층이라 너무 어둡고 

전망도 안 좋았어.	아파트 1층이라 전망도 안 좋거니와 좀 시끄럽긴 했지.	

가:	맞아.	

나:		그래도	1층이어서	다른	집에	비하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어.

가:	사람도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듯이	집도	그런	것	같아.

나:	맞아.	그래도	새로	이사	갈	집은	이번	집보다	더	좋은	곳이면	좋겠어.

집에 대해 평가하기

마음껏	to one's heart's content 장점	advantage 뛰어놀다	run around and play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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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What kind of house do you live innow? (apartment, villa, officetel, single-family house, etc.)

2  지금	사는	집의	단점은	무엇이에요?	
 What are some downsides of the house you live in now?

3 지금	사는	집의	장점은	무엇이에요?
 What are the advantages of the house you live i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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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난방비가 저렴하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난방을 많이 해도 춥다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 월세는 저렴하다

낡아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다

난방	heating system	 	 	

가:	우리가	좀	있으면	새로	집을	구해야	되잖아.	어떤	집이	좋을까?

나:	새집은	난방비가 저렴하면	좋겠어.	이	집은																																																																었어.	

																																																																																																																																																.	

가:	맞아.	

나:	그래도																																																다른	집에	비하면																																																					.

가:	사람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집도	그렇겠지?

나:	맞아.	그래도	다음	집은	이번	집보다	더	좋은	곳이면	좋겠어.

보기

Part 23과ㆍ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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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오늘은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소개할게요.	

한국에서는	집을	사는	것	외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	집을	빌릴	수도	있어요.	

월세는	집을	빌리면서	매달	한	번씩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전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리는	거예요.	월세도	보증금이	있지만	전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요즘	한국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셰어하우스’라는	

것도	생겼어요.	하나의	집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어서	저렴한	

월세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보통	방은	혼자	쓰고	부엌,	거실,	식당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요.	셰어하우스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새로운	친구들과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셰어하우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일정하다	constant 임대료	rental fee 집주인	house owner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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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2 요즘 한국에 새로 생긴 주거 방법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new form of living in Korea recently?

① 오피스텔 ② 고층	아파트

③	셰어하우스	 ④	외국인	기숙사

① 셰어하우스에서는	집을	혼자	쓴다. 

② 전세는	월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하다.

③	월세는	일	년에	한	번	돈을	내는	것이다.	

④	셰어하우스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①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내야	하는	비용	 

②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알면	좋은	정보

③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써야	하는	서류	

④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가야	하는	장소

Part 23과ㆍ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같이 살 사람을 모집하기 

※ 같이 살 사람을 구해요. ※

	서울 셰어하우스	식구들과	같이	살	사람을	구합니다.	

•		서울 셰어하우스에는	방이 4개	있고	거실, 부엌, 식당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여자들만 살아서	새로	오는	사람도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	성격이 활발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	월세는 45만 원이고	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86    

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같은	집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요?
 What kind of person do you want to live with?

2 여러분은	같은	집에서	어떤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요?
 What kind of person do you not want to live with?

3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집에서	꼭	필요한	규칙은	무엇일까요?
 What are some essential rules for living in a house with oth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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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세종 셰어하우스

학생들만 살다, 학생이면 좋겠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          

세종 셰어하우스, 방 3개, 부엌과 식당을 같이 쓸 수 있다           

월세는 40만 원, 보증금은 300만 원        

친절하고 밝은 사람이다

                                        ※ 같이 살 사람을 구해요. ※

보기 세종 셰어하우스	식구들과	같이	살	사람을	구합니다.	

-																																		에는																																						있고	

																																																								 	.	

-																																												새로운	사람도																																															 				.

-																																																																									 좋을	것	같아요.

-																																																																					 환영합니다.

-																																											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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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3과ㆍ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04과

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I changed the lighting into a bright one because the living 
room was too dark



 

●		‘인테리어	용품’	및	‘집	꾸미기’에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home décor 
items’ and ‘house decoration.’

●	‘-고	해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고 해서’

●	‘-는	김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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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

●	-고	해서					●	-는	김에

문법 Grammar

PART

01

PART

02 ●		바뀐	인테리어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new home décor.

듣기 Listening

●		인테리어	관련	질문과	답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home décor-
related questions and answers.

읽기 Reading

●	내	방의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n introduction about their home 
décor.

쓰기 Writing

●	인테리어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nsult with home décor-related topics.

말하기 Speaking

●	인테리어	용품	관련	어휘
home décor related Vocabulary

●	집꾸미기	관련	어휘
House decoration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다니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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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점
 가구점에 가서 침대하고 책상을 샀어요.

●	 배치하다
 책상을 침대 옆이 아니라 창문 앞에 배치해 보세요.

●	 붙박이장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어서 옷장을 살 필요가 없어요.

●	 서랍장
 속옷을 넣을 서랍장이 필요해요.

인테리어 용품 Home décor items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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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다
 이사 간 집에 에어컨을 두 대 설치했어요.

●	 수납하다
 방에 옷장, 서랍장 등 수납할 수 있는 가구들을 놓았다.

●	 조명
 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Part 14과ㆍ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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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집 공사를 하면서 부엌 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	 깔다
 방이 추우면 두꺼운 카펫을 깔면 된다.

●	 꾸미다
 벽에 그림을 걸어서 방을 예쁘게 꾸몄다. 

●	 바닥
 바닥이 차가워서 카펫을 깔았어요.

●	 벽지
 제 방 벽지를 바꾸고 싶어요.

●	 비좁다
 가구가 너무 많아서 방이 비좁아 보인다.

집 꾸미기 House decoration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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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자기하다
 이 가게에는 작고 아기자기한 물건이 많아요.

●	 커튼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커튼 좀 쳐 주세요.

●	 현관
 한국 사람은 현관에 신발을 벗어 놓는다.

●	 볕이 들다
 정원에 볕이 잘 들어서 나무와 꽃이 잘 자란다.

●	 이불을 덮다
 새 이불을 덮으니 잠이 잘 온다.

Part 14과ㆍ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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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공간	space

깔다 비좁다 꾸미다 수납하다

1) 자취가	처음이라	집을	예쁘게																															고	싶어요.

2) 방이																															아/어서	가구가	다	들어가지	않았다.

3) 카펫을																															(으)면	바닥이	차갑지	않을	거예요.

4) 집이	작아도																															(으)ㄹ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살기	편해요.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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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irate words.

바닥 벽지 조명 커튼 서랍장

3) 

2) 

1) 

조명

4) 

보기

Part 14과ㆍ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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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 

앞	절이	뒤	절	내용의	이유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following content.

잠도	안	오고 해서	밤에	영화를	한	편	봤다.

날씨도	덥고 해서	그냥	집에만	있었다.	

중요하지	않은	서류고 해서	그냥	다	버렸어.	

어렵지	않은	책이고 해서	빨리	읽을	수	있었어요.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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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먹다 먹고	해서

오다 오고	해서

형용사
작다 작고	해서

크다 크고	해서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고	해서

받침	X 의사 의사고	해서

1	 돈이	너무	많이																																					여행은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들다)

2	 세일	기간이고	지갑도																																					그냥	새로	하나	샀어요.	(낡았다)

3	 이웃들이	너무																																						이	동네에서	몇	년	더	살	계획이에요.	(좋다)

보기 손님들도 많고 해서 그냥 선물만 주고 왔어요. (많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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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ㆍ성격과 외모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

2 																																																																																																																																																														.

3 																																																																																																																																																														.

보기 학기가 새로 시작하고 해서 공책을 몇 권 더 샀어요.

공책 몇 권 더 샀다

식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다

보기

오랜만에 쉬는 날이다

날씨가 너무 덥다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

아버지 생신이다 아침부터 등산을 했다

학기가 새로 시작하다

Part 14과ㆍ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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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에 

앞	절의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기회로	뒤	절의	행위도	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that indicates doing the preceding action to its advantage to do the following 
action.

집을	다시	짓는 김에	정원도	새로	만들고	있다.	

은행에	가는 김에	옆에	있는	슈퍼에서	음료수	좀	사다	줘.

과제하려고	친구와	만난 김에	같이	점심도	먹었다.		

예시

정의

1	 학교에 																												도서관에	책을	좀	반납해	줄래?	(가다)

2	 주문한	케이크를 																												빵도	몇	개	같이	사	와.	(찾다)

3	 옷장을 																												안	입는	옷을	모아서	기부하려고	해.	(정리하다)	

<보기>와 같이 ‘-는 김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 김에.’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손을 씻는 김에 세수도 하는 게 어때? (씻다)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는	김에

먹다 먹는	김에

오다 오는	김에

살다 사는	김에

-은	김에

받침	O 먹다 먹은	김에

받침	X 오다 온	김에

받침	‘ㄹ’ 살다 산	김에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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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다	/	메일도	확인하고	있어.

	 → 																																																																																																																																																											.

2	 한국어를	공부하다	/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도	고민	중이야.

	 → 																																																																																																																																																											.

3	 커피를	쏟아서	이왕	바지를	갈아입다	/	셔츠도	어울리는	걸로	바꿔	입었어.

	 → 																																																																																																																																																											.

보기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다 / 친구도 만났어요.
→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간 김에 친구도 만났어요.

<보기>와 같이 ‘-은 김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은 김에.’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반납하다	return 쏟다	spill 기부하다	donate
이왕	now that; since

Part 14과ㆍ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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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큰 책상이랑 침대가 있는데도 

이 방이 왜 이렇게 넓어 보인다니?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김에 

벽지 색깔을 

바꾸었거든.

환하다	bright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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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는 방 인테리어에서 무엇을 바꾸었어요? 
 What did the man change in the interior of his room?

① 조명	색깔	 ② 이불	색깔

③	이불	색깔	 ④	벽지	색깔

2 벽지 색깔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How did the color of the wallpaper change?

① 하얀색	→	갈색 ② 하얀색	→	녹색

③	갈색	→	하얀색	 ④	갈색	→	파란색

① 이	방에는	책상이랑	침대만	있다.	 

② 이	방에는	그림을	놓지	않을	것이다.

③	이	방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방이다.	

④	이	방	커튼은	오늘	저녁에	설치할	것이다.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Part 24과ㆍ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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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다니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감정이나	의문을	갖고	

물어볼	때	쓰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used to ask a friend or subordinate with emotion or doubt about the fact that 
he or she may know.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누가	읽는다니?

우리	반은	조용한데	그	반은	왜	그렇게	시끄럽다니?

잘못은	같이	했는데	왜	맨날	혼나는	건	영수라니?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숙제가	많은데	이걸	언제	다																																?	(하다)

2	 집을	어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	(꾸몄다)

3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버스에	사람이	왜	이렇게																																?	(많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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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받침	O 먹다 먹는다니

받침	X 오다 온다니

형용사
작다 작다니

크다 크다니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라니

받침	X 의사 의사라니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는다니?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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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그 많던 떡볶이를 누가 다 먹었다니
그게 좋겠어. 근데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춥다니
그러게, 어쩜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다니
내일이 주말도 아닌데 회식을 왜 그렇게 늦게까지 한다니

1	 가:	어제	콘서트	너무	재미있었지?

	 나:																																																																																																																																																										?

2	 가:	오늘	회식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나:																																																																																																																																																										?

3	 가:	너무	추워서	더	못	다니겠어.	선물은	다음에	사자.		

	 나:																																																																																																																																																										?

보기 가: 떡볶이를 5인분이나 시켰는데 하나도 안 남았네.
나:  그 많던 떡볶이를 누가 다 먹었다니?

4과ㆍ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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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친구 소개하기

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		네.	구경하러	온	김에	인테리어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이게	제	방	

사진이에요.	방을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		방 분위기가 너무 차갑네요.	방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 카펫을 깔고	커튼을 달면	어떨까요?	카펫과 커튼이 있으면 

방 분위기가 포근해져요.

나:	그렇군요.	카펫과 커튼은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가:	네,	이쪽으로	와서	구경해	보세요.

인테리어 상담하기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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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의	방	인테리어는	어때요?
 How is the interior of your room?

2 방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벽지,	가구	등)
  Would you like to change the interior of your room? How do you want to change it? 

(wallpaper, furniture, etc.)

3 왜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Why do you want to change it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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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방에 수납할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다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서랍장이 있는 침대를 새로 놓다   

작은 옷장 대신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다, 서랍이 있는 침대를 놓다

침대 아래에 서랍장이 있으면 더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다 붙박이장과 침대

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	네.	구경하러	온	김에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이게	제	방	사진이에요.

방을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	방에 수납할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네요.

																																																																																																		 			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																																																			 						어떨까요?	

																																																																																																																														 																			.	

나:	그렇군요.																																															는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가:	네,	이쪽으로	와서	구경해	보세요.

보기

Part 24과ㆍ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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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전문가가 알려 주는 인테리어 정보! 어떤 질문에도 답변해 드립니다.

Q	:	집에	행운이	들어오는	인테리어가	있을까요?

A	: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집의	첫인상도	중요해서	보통	현관은	

깨끗하고	밝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갔을	때	바로	거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바로	보이면	행운이	

들어오다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안의	물건이나	

가구를	잘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Q	:		이사를	가는	김에	아이	공부방을	새로	꾸며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아이	공부방에서	중요한	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분한	색깔의	벽지를	고르는	것이	좋은데	저는	초록색을	

추천합니다.	초록색은	집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를	풀어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빨간색은	공부방	벽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다른	

방보다	밝게	하는	것이	좋고	가구들은	나무로	만든	것이	좋습니다.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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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운이 들어오지 않는 현관 인테리어는 무엇이에요?
 What's the decoration of the front door where luck does not come in?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1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①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 

② 건강하게	사는	방법	

③	청소를	잘하는	방법

④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① 공부방에는	빨간색	벽지가	좋다. 

② 공부방	벽지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③	빨간색	벽지는	눈의	피로를	풀어	준다.

④	벽지가	초록색이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행운	luck 현관문	front door 집중하다	concentrate
차분하다	calm 추천하다	recommend 집중력	concentration
높이다	raise

Part 24과ㆍ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방을	소개해	볼게요.	

제	방은	벽에 사진과 그림이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사진과 그림이 많이 걸려 있고 해서	방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그리고	제	방에는	어릴 때부터 쓴 가구들이 많아요.

오래됐지만	아직 튼튼해서 교체하지 않고 있어요.	

옛날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서 

저는	우리	집에서	제	방을	가장	좋아해요.	

내 방 인테리어 소개하기

교체하다	change 떠올리다	recall 숲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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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	방의	분위기는	어때요?	
 How's the atmosphere in your room?

2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What makes you think so?

3 여러분은	방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How do you feel when you're in you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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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벽지 색깔이 깔끔하다        

초록색 이불과 베개가 있다        

색깔이 조금 어둡다, 마치 숲에 와 있는 느낌이다 방에서 편하게 쉴 수 있다

벽지에 하얀색과 갈색이 섞여 있다, 고급스럽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방을	소개해	볼게요.		

제	방은	벽지 색깔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에요.	

																																																																																										방이																																														.

그리고	제	방에는																																																																					 	.

																																													지만																																																							 		.

																																																																		 저는	우리	집에서	제	방을	가장	좋아해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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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4과ㆍ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잘 읽고 이야기해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practice speaking.

요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전에	비해	집을	꾸미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야채를	키우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큰	주방과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또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	거실에	텔레비전을	없애고	크고	

넓은	책상을	놓는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집에	물건을	많이	놓고	사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는	김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꼭	필요한	가구만	놓고	살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듯이	집을	꾸미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	

관계	relationship 없애다	get rid of 불필요하다	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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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Part 3

1 여러분 집은 지금 어때요? 
 How's your house now?

2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3 여러분은 집이나 방을 어떻게 꾸미고 싶어요? 
 How do you want to decorate your house or room?

1 요즘 집을 꾸미는 방식이 다양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What's the reason for the various ways of decorating your house these days?

2 집을 꾸미는 다양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어요?
 What are the different ways to decorate your house?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고층	/	저층										

전망이	좋다

넓다	/	좁다

저렴하다

빌라	/	단독주택

현관	/	조명	/	커튼	/벽지

남향	/	볕이	들다

꾸미다	/	분위기를	바꾸다

아파트	/	마당	/	보안	시설

포근하다	/	화려하다

아기자기하다	/	고급스럽다

오피스텔	/	붙박이장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아래에 제시된 문법과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말해 보세요.
Use the grammar and expressions provided below and practice speaking out loud.

과제Ⅰ

과제Ⅱ

-고 해서에 비하여    -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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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과

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I heard that it’s good to raise a pet because it makes you 
emotionally comfortable



●	‘동물’	및	‘식물’에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animals’ 
and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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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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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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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동물	관련	어휘
Animals related vocabulary 

●	식물	관련	어휘
Plants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더니					●	-었더니					

문법 Grammar

●		새로	입양한	동물에	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a recently adopted pet.

듣기 Listening

●		유기	동물	보호소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animal 
shelters.

읽기 Reading

●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일기를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diary on raising a plant or an 
animal.

쓰기 Writing

●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their favorite animal or 
plant.

말하기 Speaking

PART

01

PART

02 

●	-어야지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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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다
 저는 강아지를 세 마리 기르고 있어요.

●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다.

●	 보호소
 이 동물 보호소에는 길 잃은 강아지 30마리가 있어요.

●	 보호하다
  어제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근처 가게 주인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	 사랑스럽다
 아기가 자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다.

●	 산책시키다
 저녁을 먹고 강아지를 산책시켰다.

동물 Animals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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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동물을 키우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	 쓰다듬다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	 유기 동물
 길에 버려진 유기 동물들을 보면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	 주인
 이 개 주인은 누구예요? 

●	 짖다
 이 집 개는 사람이 지나가면 항상 크게 짖는다.

●	 고양이가 울다
 고양이가 배가 고픈지 나한테 와서 울더라고.

Part 15과ㆍ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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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꾸다
 잘 가꾸어 놓은 정원에서 아이들과 강아지가 뛰어놀고 있다.

●	 농장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사과 농장을 하신다.

●	 선인장
 선인장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어서 기르기 편하다.

●	 재배하다
 할머니께서는 배추를 직접 재배해서 드신다.

식물 Plants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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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껏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	 화분
 오늘 시장에서 꽃을 사다가 화분에 심었다.

●	 열매가 열리다
 이번 여름에도 복숭아나무에 열매가 열렸다.

Part 15과ㆍ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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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가꾸다 보호소 정성껏 사랑스럽다

1) 	아기가																																				게	웃고	있다.

2) 저희	어머니는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다.

3) 아버지께서는	여름	내내	정원의	나무를																																				셨어요.

4) 저는																																				에서	주인을	잃은	동물들을	돌보고	있어요.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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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와 같이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related words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1) 

2) 

3) 

열리다선인장을

재배하다열매가

쓰다듬다머리를

보기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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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1.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상황에	뒤이어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A ending word who expresses the listener very lowly when asking questions, ordering, 

asking to join, or admiring.

2.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at there is a new fact different from a fact that was 

learnt from past experiences.

3.			알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뒤	절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at  content related to a fact from the past occurs in 

the following content.

1.	남자는	차	문을	열더니	밖으로	나왔다.	

	 강아지가	대문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꼬리를	흔들었다.

2.	어제는	덥더니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네.

	 수아가	어제는	잘	먹더니	오늘은	잘	안	먹네.	

3.	민국이가	계속	열이	나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했어.	

	 사흘	내내	비가	오더니	날씨가	추워졌다.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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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먹다 먹더니

오다 오더니

형용사
작다 작더니

크다 크더니

(명사)이다
학생 학생이더니

의사 의사이더니

대문	gate 입원하다	be hospitalized 추워지다	get cold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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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Ⅲ

1	 오빠가	냉장고	문을																																					주스를	꺼내	마셨다.	(열다)

2	 친구는	마이크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져가다)	

1	 어제는	많이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덥다)	

2	 리사	씨,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매운	음식을																																					지금은	잘	먹네요.	(못	먹다)	

1	 																															 .				

2	 																															 .

보기

보기

학생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선생님께 인사를 했다.

강아지가 처음에는 이 공을 좋아하더니 요즘에는 관심도 없어. (좋아하다) 

보기 민국이랑 샤오위가 자주 만나더니 결국사귄대.

결국 사귄대보기 민국이랑 샤오위가 자주 만나다

영수가 컴퓨터 게임을 오래하다 오늘 눈이 왔어

머리가 아프다고 잔다며칠 날씨가 계속 춥다

Part 15과ㆍ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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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더니

1.		경험한	과거의	사실	또는	상황에	뒤이어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on the outside, it feels or is guessed as the preceding.

2.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표현.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on the outside, it feels or is guessed as the preceding.

1.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족들이	벌써	다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평일에	놀이공원에	갔더니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2.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발바닥이	아파요.	

	 발표를	하느라	오랫동안	말했더니	목이	마르네요.	

예시

정의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ㅏ,	ㅗ 오다 왔더니

ㅏ,	ㅗ		X 먹다 먹었더니

하다 공부하다 공부했더니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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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advertisement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1

1	 이메일을																																					광고	메일이	많이	와	있었다.	(열다)

2	 치마를																																					양말을	하나	서비스로	줬어.	(주문하다)

3	 오랜만에	친구를																																					얼굴이	좋아졌더라고.	(만나다)	

보기 공원에 갔더니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가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원인/이유> <결과>

잠이 안 오네요.보기 낮에 커피를 많이 마시다

어젯밤에 창문을 열고 자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다 친구가 휴지를 건네주었다.

감기에 걸렸어요.재채기를 하다

1	 																															 				.

2	 																															 .

3	 																															 .

보기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잠이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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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키워 

보니까 어때?

전에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는데 요새는 집에 

가면 강아지가 반갑게 맞아 

줘서 행복해.

편안해지다	be comfortable; relaxed 따르다	follow; tag along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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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2 여자는 저녁에 무엇을 할 거예요?
 What is the woman going to do at night?

① 강아지	영화를	볼	것이다.

② 강아지	장난감을	살	것이다.

③	강아지와	산책을	갈	것이다.

④	강아지와	병원에	갈	것이다.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남자는	여자와	사진을	찍었다.	 

② 남자가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다.

③	여자는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외롭다.

④	여자는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려왔다.

① 새로	입양한	동물 ② 새로	발견한	카페

③	새로	간	동물병원	 ④	새로	발견한	공원

Part 25과ㆍ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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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제자리	in place

-어야지

1.	말하는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that indicates the determination or will of the speaker.

2.		듣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상태여야	

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indicating that the listener or someone else should do something 

or that something should be in a certain situation or state.

3.	어떤	상황이나	상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emphasizing that something or someone should be in a certain 

situation or state but is not in reality.

1.	올해는	꼭	제주도로	휴가를 가야지.

2.	가: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나:	죄송해요,	엄마.	

3.	가:	이번	휴가는	언제	갈	거야?	

	 나:	휴가를	가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지.	

예시

정의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ㅏ,ㅗ 오다 와야지

ㅏ,ㅗ	X 먹다 먹어야지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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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주말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오늘	숙제를	다																																.	(끝내다)

2	 친구가	올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릴	테니까	카페에서																																.	(기다리다)

3	 동생이	혼자	공항에서	집까지	오기	힘들	테니까	내가	가서																																.	(데려오다)

1	 가:	이제	그만	먹을래요.	

	 나:	음식을	남기지	말고	다																																.	(먹다)

2	 가:	그	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던데?	

	 나:	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뭐해.	사람이	많이																																.	(오다)

3	 가:	사비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나: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참을	수가																																.	(없다)

보기

보기

지난주에 못 본 영화를 오늘은 꼭 봐야지. (보다)

가: 어제는 먼저 가서 미안했어. 
나: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간에 갈 거면 나한테 미리 알려줘야지. 

(알려주다)

데려오다	bring (someone) 프로그램	program

5과ㆍ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128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첫째,	고양이는	키우기	편해요.	강아지처럼 매일 산책을 시켜 주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둘째,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에요.	

스스로 몸을 잘 가꿔서 자주 목욕을 시켜 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키우기 편한 동물이라고	해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고양이는 주인이 많이 놀아 줘야 좋대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장난감을 가지고 고양이와 노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설명하기

백과사전	encyclopedia 표시하다	mark; indicate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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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좋아해요?	
 What kind of animals or plants do you like?

2 왜	그	동물이나	식물을	좋아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Why do you like that animal or plant? What characteristics does it have?

3 그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에요?
 What are some precautions in raising that animal o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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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식물, 선인장

물을 자주 주거나 정성껏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다

선인장은 종류가 많은 식물이다             

선인장은 크기가 작고 귀여운 것부터 크고 멋있는 것까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있다                         

백과사전을 읽어 보다, 선인장은 물을 많이 주면 죽다

선인장에 물을 주면 꼭 달력에 표시하다

기르기 편한 식물

선인장, 기르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식물, 선인장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첫째,																						은																								편해요.																																																																			 거든요.	

둘째,																																																																																																							 .							

																																																																																																																							 									.

하지만	아무리																																																		이라고	해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더니																								 																																																		대요.

그래서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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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새	가족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어디에서	어떤	동물을	입양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이런	사람들이	요새	많이	찾는	곳이	있는데	바로	‘유기	동물	보호소’이다.	

이곳은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예전에는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은	더럽거나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입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최근	유명인들이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더럽거나	

예쁘지	않던	유기	동물들을	애정을	가지고	잘	돌봐	주었더니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동물을	입양할	생각이	있으면	가까운	유기	동물	보호소를	먼저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귀여운	동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유명인	celebrity 인식	perception	 애정	affection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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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2 유기 동물 보호소의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What may be the reason that made people change their mind about animal shelters? 

① 유기	동물을	키우면	나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서	 

②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유명한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서

③	반려동물이	있으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④	유기	동물을	잘	돌봐	주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① 유기	동물	입양	 ② 산책하기	좋은	공원	

③	동물을	치료하는	병원	 ④	아기	동물을	돌보는	방법

3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유기	동물	보호소는	반려동물을	잠시	맡기는	곳이다.	(																					)	

② 최근	유명인들이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																					)

③	예전부터	유기	동물	보호소의	동물들은	예뻐서	인기가	좋았다.	(																					)	

Part 25과ㆍ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채소	키우기

X월	XX일	날씨:	맑음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화분에 심은 채소들을 몇 달 동안 정성껏 가꾸었더니	드디어	열매가 열렸다.

토마토랑 고추가 열렸는데 토마토만 먼저 땄다.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내 손으로 재배한 채소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	정말	행복했다.

나중에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나만의 작은 농장을 만들고 싶다.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일기 쓰기

토마토	tomato 고추	chili (pepper) 샐러드	salad
햄스터	hamster 올라오다	come up 친해지다	become familiar with
편안히	comfor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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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동물이나	식물을	키운	적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키웠어요?
 Have you ever raised an animal or a plant? What animal or plant did you raise?

2 그	동물이나	식물은	어땠어요?	
 How was your animal or plant?

3 그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	어떤	좋은	기억이	있어요?
 What are some good memories you have about that animal o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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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햄스터 몇 달 동안 햄스터를 정성껏 돌보다, 햄스터가 내 손 위에 올라오다

처음으로 머리도 쓰다듬어 보다

햄스터가 나를 믿고 손에 올라오다

더 친해져서 내 손 위에서 햄스터가 편안히 잠도 잤으면 좋겠다

배도 만져 보다

햄스터	키우기										 		

X월	XX일	날씨:	맑음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더니	드디어																										 													

	 	 																																															 .

																																																																	.	그리고	

																																																																			 	.

																																																																								 정말	행복했다.

나중에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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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5과ㆍ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06과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I think it is a bit cold because this place is close to the mountain



 

●	‘지형’	및	‘기후’에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geography’ 
and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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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으며’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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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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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어서인지					●	-으며

문법 Grammar

PART

01

PART

02 ●		여행지의	지형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nout the geography of travel destinations.

듣기 Listening

●		제주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geography 
and climate of Jeju Island

읽기 Reading

●		자기	나라	기후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imate of their home country.

쓰기 Writing

●		관광	안내원이	되어	여행할	곳의	지형과	기후를	
소개할	수	있다.	
Students can introduce the geography or climae of 
travel destinations by becoming a tour guide. 

말하기 Speaking

●	지형	관련	어휘
Geography related vocabulary

●	기후	관련	어휘
Climate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고도					●	이며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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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그 산의 계곡은 물이 맑고 깨끗해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한다. 

●	 동서남북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길이 나 있다. 

●	 바위
 저 산에는 바위가 많아서 등산할 때 위험하다. 

●	 사막
 사막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동물과 식물이 살기 어렵다. 

●	 산속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위험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	 육지
 배를 타고 한참을 가니 드디어 육지가 보였다. 

지형 Geography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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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한국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	 폭포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정말 컸다. 

●	 해돋이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온 사람들이 바닷가에 많았다. 

●	 화산
 화산이 폭발해서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	 해안
 해안을 따라 음식점들이 길게 자리 잡고 있다. 

●	 농업이 발달하다
 농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쌀과 채소가 싸다.

Part 16과ㆍ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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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량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른 해에 비해 강수량이 적습니다. 

●	 건조하다
 날씨가 건조하면 산불이 나기 쉽다. 

●	 기후
 우리 고향은 일 년 내내 기후가 따뜻해서 살기가 좋다. 

●	 뚜렷하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이 

제각각 다르다. 

●	 서늘하다
 산속 깊이 들어가니까 공기가 서늘해서 긴 옷을 꺼내 입었다. 

기후 Climate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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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하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	 열대기후
 비가 많이 오고 더운 열대 기후에서는 다양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 

●	 가뭄이 들다
 이 지역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었다. 

●	 날씨가 변덕스럽다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홍수가 나다
 심한 폭우 때문에 강이 넘쳐서 홍수가 났습니다. 

Part 16과ㆍ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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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word.

화산 해안 가뭄이 들다 홍수가 나다 

1) 

3) 

2) 

4)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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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육지 강수량 건조하다 서늘하다 

1) 비가	많이	안	오는	계절은	습도가	낮아서																																				.

2) 어느새	가을이	왔는지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

3) 	두	달	동안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여행하다가	마침내																																				에	도착했다.

4) 올여름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려서	다른	해에	비하여																																					이/가	많다.	

어느새	without knowing 마침내	finally 올여름	this summer
유난히	especially

Part 16과ㆍ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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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인지

앞	절의	행위나	상태가	뒤	절의	원인이나	이유일	것	같다고	추측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that the preceding action or state may be the cause or 
reason for the following content.

배가	너무	고파서인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대한	씨는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어제	등산을	해서인지	아침에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퇴근	시간이어서인지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다.	

성수기여서인지	숙소를	찾기	어려웠다.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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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ㅏ,	ㅗ 오다 와서인지

ㅏ,	ㅗ		X 먹다 먹어서인지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서인지

형용사
ㅏ,	ㅗ 작다 작아서인지

ㅏ,	ㅗ		X 길다 길어서인지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어서인지/학생이라서인지

받침	X 의사 의사여서인지/의사라서인지

1	 나는	성격이																																																	실수할	때가	많다.	(급하다)

2	 																																																가는	곳마다	길이	많이	막혔어요.	(주말)

3	 이번	시험이																																																	학생들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어렵다)	

보기 비가 와서인지 공원에 사람이 없었어요. (오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문 법 Grammar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143

급하다	impatient	 참석(하다)	attend

9과ㆍ성격과 외모

1	 가:	점심	먹으러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나:																																																																																																																																																																			

2	 가:	민국	씨는	오늘	모임에도	안	와요?	

	 나:																																																																																																																																																																			

3	 가:	어제	일찍	잤나	봐.	전화를	안	받더라.	

	 나:																																																																																																																																																																			

보기 가: 동해안 여행은 어땠어요?
나: 토요일이라서인지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고생했어요. 

토요일이라서인지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고생했어요.  
일이 바빠서인지 참석 못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침을 많이 먹어서인지 아직 배가 안 고파. 먼저 갔다 와. 
응. 오랜만에 대청소를 해서인지 피곤해서 일찍 잤어.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Part 16과ㆍ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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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가	함께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which indicates that two or more actions or states occur at the same time.

2.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사실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which indicates that two or more states or facts are listed.

1.	가영이는	케이크를	만들며	노래를	불렀다.

	 언니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2.	학기가	언제	시작하며	언제	끝나는지	알아?	

	 오늘은	하늘이	맑으며	공기가	시원하다.	

	 아버지는	화가이시며,	어머니는	소설가이시고	나는	음악가이다.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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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받침	O 먹다 먹으며

받침	X 오다 오며

받침	‘ㄹ’ 살다 살며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으며

받침	X 크다 크며

받침	‘ㄹ’ 길다 길며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며

받침	X 의사 의사이며

화가	artist 소설가	writer 음악가	musician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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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찬	바람을																																				걸었더니	감기에	걸렸다.	(맞다)

2	 작년에	한국에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다.	(살다)

3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춤을	췄다.	(부르다)

1	 대한	씨는	언제	이사하다	/	어디로	간대요?		

	 →	대한	씨는	언제																																				어디로	간대요?

2	 우리	세종학당	학생들은	일부는	대학생이다	/	일부는	회사원이다.

	 → 우리	세종학당	학생들은	일부는																																				일부는	회사원이다.	

3	 이	영화는	제주도에서	촬영했다	/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난	두	남녀의	이야기이다.	

	 → 이	영화는	제주도에서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난	두	남녀의	이야기이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보기

보기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항상 웃으며 인사한다. (웃다)

이 지역은 기후가 좋다 / 경치가 아름답다 
→ 이 지역은 기후가 좋으며 경치가 아름답다.

맞다	correct 일부	some

Part 16과ㆍ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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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근처에 경포대가 있던데. 

거기가 해돋이 보는 

명소래.

경포대 좋겠다. 우리 숙소에서 

멀지도 않고 거기 가면 바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바다며 

호수며 다 볼 수 있대.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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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사람이 내일 무엇을 할 거예요?
 What are the two going to do tomorrow?

① 산에	올라갈	것이다.	 ② 숙소를	찾으러	갈	것이다.	

③	해가	지는	것을	보러	갈	것이다.		 ④	해가	뜨는	것을	보러	갈	것이다.	

2 경포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description of Gyeongpodae Pavillion.

① 근처에	호수가	있다.	 ② 해돋이로	유명한	곳이다.	

③	산	바로	옆에	있는	해변이다.	 ④	두	사람이	있는	숙소에서	가깝다.	

3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두	사람은	동해안에서	해돋이를	본	적이	없다.	(																					)	

② 두	사람이	묵고	있는	숙소는	산과	가까운	곳이다.	(																					)		

③	두	사람은	경포	호수에서	산책하고	아침을	먹을	것이다.	(																					)	

호수	lake 신기하다	fascinating 색다르다	unique

Part 26과ㆍ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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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새우다	stay up all night	

-고도

뒤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다른	특성이나	상황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indicates the following conten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or 
situation than the preceding content.

동생은	점심을	많이	먹고도	또	배가	고프다고	한다.		

영화표를	예매하고도	바빠서	못	봤어요.	

이	소설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듣다)

2	 4년간의																																	외롭던	유학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길다)

3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밤을																																	피곤하지	않았다.	(새우다)

보기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정보

동사
먹다 먹고도

오다 오고도

형용사
작다 작고도

크다 크고도

그 남자는 열심히 공부하고도 시험에 떨어졌다. (공부하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149

Part 2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동생은	내가	부르는	소리를																																																																																																																							.	

2	 책을																																																										한동안																																																																																					.

3	 바빠서	메일을																																																																																																																																										.

보기 지수는 슬픈 영화를 보고도 잘 울지 않는다.

잘 울지 않는다

답장을 못 했다

보기

듣다

잃어버리다 대답하지 않았다

확인하다 그 사실을 몰랐다

보다

6과ㆍ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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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잔뜩	very; a lot; heavily	

이며

서로	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비슷한	사물이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됨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indicates that two or more similar items are listed on equal terms.

수아는	눈이며	입이	제	엄마를	그대로	닮았다.	

이사를	가면서	침대며	책상이며	다	새로	바꿨다.		

정우가	케이크며	주스며	과자며	먹을	것을	잔뜩	가져왔다.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쯔엉	씨는	한국의	문화																					역사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2	 고향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잡채																					불고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해	주신다.

3	 새로	나온	휴대	전화가	모양																					기능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보기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받침	O 학생 학생이며

받침	X 의사 의사며

정우는 어릴 때부터 공부며 운동이며 못 하는 것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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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줄거리	storyline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word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남쪽	지역에	홍수가	났다면서요?

	 나:	네.																																																																																							 													다	물에	잠겼대요.

2	 가:	어제	본	영화는	어땠어요?

	 나:	배우의																																																																			 					모두	훌륭해서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3	 가:	집은	구했어요?

	 나:	아직요.																																																													 											다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어요.	

보기 가: 반지 찾았어요?
나: 아니요. 서랍장이며 책상 밑이며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책상 밑

농장

보기

집

연기 전세

월세 줄거리

서랍장

6과ㆍ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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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동쪽, 서쪽, 남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동쪽은 산이 많고 지형이 높아서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서쪽과 남쪽은 동쪽에 비해 지형이 낮고 땅이 넓어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봄이며 여름이며 가을이며 겨울이며 각각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에	오셨기	때문에	한국의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높은 산과 바다가 있는 속초입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해서인지	이번에는	저도	더	

즐겁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지형과 기후 소개하기

남쪽	south 서남부	southwest 전라남도	Jeollanam-do Province
한창	(something’s) height,	peak 순천	Suncheon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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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이	사는	곳의	지형은	어때요?
 Explain the geography of the place you live in.

2 여러분이	사는	곳의	기후는	어때요?
 Explain the climate of the place you live in.

3 어떤	볼거리가	있어요?	
 What are the attractions of the place you live in.

4 언제	여행하면	좋아요?
 When is the best season to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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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남쪽과 서쪽에 바다가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다

서쪽은 지형이 낮고 강이 있다

산이며 강이며 섬이며 다양한 지형을 다 볼 수 있다

꽃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 순천

전라남도, 한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봄, 전라남도 지역의 아름다운 봄꽃

전라남도, 한국의 서남부에 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전라남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는																																																														 											.

																																																																																																																					 							.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는																																																							 																		입니다.

그래서																																																																																													 																						.

여러분은																					에	오셨기	때문에																								 								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입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해서인지	이번에는	저도	더	즐겁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보기

Part 26과ㆍ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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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제주도 지형과 기후

제주도는	한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다.	화산이	폭발하며	이루어진	

화산섬이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어서	관광지로	

유명하다.	특이한	모양의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과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해안	폭포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중심에는	한라산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	중의	하나로	높이가	1,947m	이다.	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있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계곡들이	있다.	

제주도는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며	한국의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다.	그래서	한국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있다.	제주도의	겨울은	춥지는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두꺼운	옷이	필요하다.

폭포수	waterfa																																																		 정상	peak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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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Choose the answer that cannot be seen in Jeju Island.

2 제주도에 왜 특이한 바위가 많아요? 
 Why are there many peculiar rocks in Jeju Island?

① 화산섬이어서 ② 폭포가	있어서	

③	높은	산이	있어서		 ④	바람이	많이	불어서	

3 읽은 내용과 다른 것은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text.

① 한라산에는	호수와	계곡이	있다.	 

②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③	한국의	다른	지역의	지형과	제주도의	지형은	비슷하다.	

④	제주도에서는	겨울에	여행할	때	두꺼운	옷을	가져가야	한다.	

① ②

③ ④

Part 26과ㆍ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우리나라	베트남의	기후	–	글쓴이	쯔엉	

베트남은	일 년 내내 춥지 않은 열대 기후를 가진	나라이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일	년의	강수량은	아주 많은 편이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기온이 높으며 습해서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이	기간에	태풍도 오고 홍수가 나기도 한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1년 중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며	

날씨가 시원하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다.

베트남은	춥지 않으며 비가 충분히 와서 농업이 발달했다.	

자기 나라 기후 특징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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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	나라의	기후는	어때요?
 How is the weather in your country?

2 여러분	나라의	여름과	겨울은	어때요?
 How is summer and winter in your country?

3 위의	글을	참고하여	여러분	나라의	기후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써	보세요.	
 Refer to the above text and writ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imate of y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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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몽골,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다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의 아주 길고 추운 겨울, 이어지다 

기온은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다

6월부터 8월까지, 기온은 높지만 건조해서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다

몽골, 겨울이 길며 비가 많이 안 오다, 농업이 발달하기 힘들다

오지 않다, 적다 

우리나라	몽골의	기후	

몽골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나라이다.		

그리고	비가	많이																															일년의	강수량은																																																	 			.

																																					는																																																										이	이어진다.	 .

이	기간에																																																																																																																				 			.

																																			는		

																																																																																												 						.

																										은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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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듣고 이야기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and practice speaking.

양평	Yangpyeong 안개가	끼다	foggy 연꽃	lotus

리포터:		여러분,	드디어	제가	양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두물머리’라는	

곳인데요.	두	강이	만나는	곳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대요.	

두물머리는	강이	근처에	있어서인지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아주	춥습니다.	안개도	많이	끼지요.	하지만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	풍경은	정말	

멋있죠.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연꽃	정원도	있네요!	보세요,	꽃이	정말	

예쁘죠?	예전에	물이	더러웠는데	여기	연꽃을	심었더니	물이	점점	

맑아졌다고	해요.	여름에	연꽃	축제도	열리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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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1 여러분은 특별한 지형이나 기후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그곳은 어디예요?
 Do you know any region with unique geological features or weather? Where is that region?

2 그곳은 어때요?
 What is it like in that region?

3 그곳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유명해요?
 What kind of animal or plant is well-known from that region?

1 리포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What did this person see on the weekend?

2 이곳의 물이 왜 맑아졌어요?
 What did this person see on the weekend?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육지

계곡

해안가

동서남북

기르다

심다

섬

폭포

변덕스럽다

해산물

돌보다

가꾸다

화산

산	속

습하다

풍부하다

사랑스럽다

재배하다

호수

해변

건조하다

정성껏

산책시키다

열매가	열리다

내용을 듣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Listen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아래에 제시된 문법과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말해 보세요.
Use the grammar and expressions provided below and practice speaking out loud.

과제Ⅰ

과제Ⅱ

-었더니-더니 -어서인지 -으며 -고도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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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과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I want a job where I can make use of my major 



●	‘취업’	및	‘면접’에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employment’ and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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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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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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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취업	관련	어휘
Employment related vocabulary

●	면접	관련	어휘
interview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더라도					●	으로서					

문법 Grammar

●		취업에	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on 
employment.

듣기 Listening

●		회사	지원	관련	정보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text about 
applying for a job.

읽기 Reading

●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simple self-introduction.

쓰기 Writing

●		면접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구할	수	있다.
Students can ask for useful advice about an interview.

말하기 Speaking

PART

01

PART

02
 

●	이나마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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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큰 회사는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취직 경쟁이 심하다.

●	 공개하다
 다음 주에 시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대기업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	 보수
 우리 회사는 일이 많은 대신에 보수가 많다.

●	 입사(하다)

 저는 20년 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우리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이십니다.

취업 Employment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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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입학 지원서는 금요일까지 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	 지원자
 이번에 우리 회사 지원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	 지원(하다)

 그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	 취업(하다)

 민국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만에 취업에 성공했다.

●	 적성에 맞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가르치는 일이 제 적성에 맞아요.

●	 전공을 살리다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Part 17과ㆍ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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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다
 질문에는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면접관
 면접관이 어려운 질문을 해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복장
 면접을 볼 때는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

●	 선호하다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선호해요.

면접 Interview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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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더 나아요.

●	 자유롭다
 우리 회사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면접을 보다
 1차 시험에 합격해서 오늘 면접을 보러 가요.

Part 17과ㆍ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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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대기업 지원자 답변하다 자유롭다

1) 올해는	우리	회사에																															이/가	정말	많았다.

2) 질문에																															(으)ㄹ	때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좋다.

3) 우리	회사는	출근	복장이																															아서/어서	청바지를	입어도	돼요.

4) 아버지께서	다니는	회사는	한국에서	제일	큰																															입니다/ㅂ니다.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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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와 같이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1) 심하다경쟁이

2) 공개하다중소기업에

3) 입사하다면접	결과를

보기 복장이  단정하다

Part 17과ㆍ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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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앞	절의	내용을	가정하거나	인정해도	뒤	절의	내용은	상관없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at the following event will occur regardless of assuming 
or admitting the preceding content.

저는	손님이	없더라도	매일	가게	문을	열어요.

비가	오더라도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은	꼭	먹어야	해요.

지금	실패한	사람이더라도	미래에	성공하지	말란	법은	없다.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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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먹다 먹더라도

오다 오더라도

형용사
작다 작더라도

크다 크더라도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더라도

받침	X 의사 의사더라도

제시간	on time

1	 일이	많아서	시간이																																					밥은	먹어야지요.	(없다)

2	 지금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거예요.	(가다)

3	 아무리	어려운																																					같이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일이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아무리 급하더라도 계단에서는 뛰지 마세요. (급하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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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식	dessert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너무	피곤해.	모임에	가지	말까?	

	 나	:	안	돼.	빨리	가.																																																																																															 																	.

2	 가	:	너무	배가	불러서	더	못	먹을	것	같아.	후식은	먹지	말까?	

	 나	:																																																																																																										 						.

3	 가	:	밖에	날씨가	많이	흐리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해?

	 나	: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고	기대했는데.																																																			 															.

보기 가 : 내일이면 고향에 돌아가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다니. 
나 : 이제 각자 고향에 가면 매일 못 보겠네. 집에 돌아가더라도 자주 연락해.

집에 돌아가더라도 자주 연락해
비가 오더라도 여행은 갈 거야
배가 부르더라도 과일은 먹어야지
피곤하더라도 모임에 빠지면 안 되지

Part 17과ㆍ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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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that indicates social status, rank, or qualifications.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형으로서	조언	한마디	할게.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습관은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경찰로서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예시

정의

습관	habit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받침	O 학생 학생으로서

받침	X 의사 의사로서

1	 																																						네	성적이	걱정되어서	공부하라는	거야.	(아버지)

2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3	 이번에	드디어																																					월드컵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	선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팬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해요. (팬)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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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직업	:	수학	선생님		/		하는	일	:	20년간	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																																																																	 											.	

2	 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		하는	일	: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다.

	 →																																																																				 								.	

3	 직업	:	경험이	풍부한	기자		/		하는	일	:	사건을	조사하고	신문	기사를	쓰다

	 →																																																																					 							.	

보기 직업 : 우체부  /  하는 일 : 편지와 함께 사랑을 배달하다.
→ 저는 우체부로서 편지와 함께 사랑을 배달합니다. 

사건	case 조사하다	investigate

Part 17과ㆍ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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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군데	a place; a spot	 상관없다	doesn’t matter

회사 몇 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아직 어디에서도 

연락이 없네요.

걱정하지 말아요. 후안 

씨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후안 씨는 꼭 

합격할 거예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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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는 왜 남자에게 합격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Why did the woman say that it is likely that he will get the job?

2 남자는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해요?
 What kind of company does the man want to work in?

① 보수를	많이	주는	회사 ②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

③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회사	 ④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회사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남자는	한국어를	잘한다.	 

② 대기업은	월급을	많이	주지	않는다.

③	남자는	대기업에	면접을	보러	갈	계획이다.

④	남자는	다음	주부터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① 영어를	잘해서 ② 자격증이	많아서

③	좋은	학교를	나와서	 ④	성격이	친절해서

Part 27과ㆍ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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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이나마

썩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족한	조건이지만	아쉬운	대로	인정함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that indicates accepting something that isn’t completely satisfactory or 
something that does not completely satisfy the conditions.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게실이	있어서	잠시나마	쉴	수	있었어요.	

일이	너무	바쁘지만	주말에나마	집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해외에	있어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로나마	네	목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2	 너무	이른	아침이었지만																																			 문을	열어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학생	식당)

3	 휴대	전화를	잃어버렸지만	근처에																																			 있어서	너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어.	(공중전화)

보기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받침	O 학생 학생이나마

받침	X 의사 의사나마

잠깐이나마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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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공부를 안 했는데 B나마 받아서 다행이에요 
그 자리에나마 앉은 게 다행이에요
한 회사에서나마 연락이 와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방학에나마 집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1	 가	:	영화는	어땠어요?	

	 나	:	네.	영화는	좋았는데	늦게	가서	좋은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가	:																																																																													 																.	

2	 가	:	회사에	지원한	건	어떻게	되었어요?

	 나	:	여러	군데에	지원했지만	한	군데에서만	연락이	왔어요.

	 가	:																																																																																			 										.	

3	 가	:	고향에	자주	가요?	

	 나	:	집이	멀어서	학기	중에는	못	가고	방학	때만	갈	수	있어요.

	 가	:																																																																																			 										.	

보기 가 : 시험 잘 봤어요? 
나 : B 받았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B나마 받아서 다행이에요.

7과ㆍ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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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선배,	제가	다음	주에	회사	면접이	있는데	조언을	구해도	괜찮을까요?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정보	몇	가지를	알려	주세요.

나:		다음	주에	면접이	있구나.	음,	뭐가	좋을까?	면접을 보러 갈 때는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해. 화려한 액세서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가:	면접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		면접관 앞에서는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이 좋아.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거든.

가: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나:	그래.	내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다음	주	면접	잘	봐.	

면접에 도움이 되는 조언 구하기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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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면접을	봤어요?
 Have you ever had an interview? What was it for?

2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어요?
 What do you have to do to have a good interview?

3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Is there something you should not do during an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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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질문에 답변할 때는 크게 말해야 되다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다

모르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발음은 분명한 것이 좋다

가:	선배,	제가	다음	주에	회사	면접이	있는데	조언을	구해도	괜찮을까요?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정보	몇	가지를	알려	주세요.

나:	다음	주에	면접이	있구나.	음,	뭐가	좋을까?	

	 질문에 답변할 때는 크게 말해야 돼.

	 																																																															 									.

가:																											 				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																																																																							 															.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

가: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나:	그래.	내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다음	주	면접	잘	봐.	

보기

Part 27과ㆍ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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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지원자를	선호할까요?	친한	선배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먼저,	회사에	지원할	때는	접수를	시작한	뒤	2~3일	안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한	회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서류에서	‘일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경험이더라도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면접관은	지원할	

때	제출한	지원서를	보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할	때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합니다.	또한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면접에서		대답할	때는	큰	목소리로	

밝게	대답해	보세요.	면접관들에게	분명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비결	tips 맞춤법	orthography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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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2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면접관은	면접을	진행할	때	지원서를	보지	않습니다. 

② 지원서를	적을	때	맞춤법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③	일과	관련된	작은	경험은	지원서에	적지	말아야	합니다.	

④	접수를	시작한	2-3일	안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회사에	지원할	때	알면	좋은	정보 ② 가게	직원을	구할	때	필요한	사실

③	한국어	맞춤법을	틀리지	않는	방법	 ④	대학교에	지원할	때	내야	하는	서류

3 면접에서 알맞은 태도는 무엇이에요?
 What is the proper thing to do during an interview?

① 가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② 사비나는	밝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③	리사는	너무	긴장해서	바닥만	보고	있었다.

④	나타샤는	면접관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Part 27과ㆍ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간단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제작하다	make 앞서	leading 실용적	practical
출판	publish	 출판사	publishing company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제가	세종 기업에	지원하는	이유는	대기업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 기업은	현재  홈페이지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기업의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세종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사 후 계획

만약	제가	입사하게	되면	제	전공을	살려	세련되고	실용적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작은 

힘이나마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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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What kind of company do you want to work in?

2 그	회사를	왜	가고	싶어요?
 Why do you want to go to that company?

3 그	회사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써	보세요.
 Try writing a self-introduction to apply for tha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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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대한 출판사, 좋은 책을 직접 만들어 보다 대한 출판사, 현재 출판 관련 분야

여러 유명한 외국 작가의 책을 직접 출판하다

출판, 대한 출판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제작하다

작은 일이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대한 출판사에	지원하는	이유는	좋은 책을 직접 만들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는																																																							 		에서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입사 후 계획 ※

만약	제가	입사하게	되면	제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	

제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 지원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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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7과ㆍ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08과

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Our department hires and trains employees



 

●	‘직장	생활’	및	‘업무’에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workplace’ 
and ‘work.’

●	‘-는	대로’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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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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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로’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대’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는	대로					●	-을수록					

문법 Grammar

PART

01

PART

02 ●	회사	업무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related to company works.

듣기 Listening

●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조언하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text that gives 
advice on successful life at work.

읽기 Reading

●		직장	생활	경험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their working experiences.

쓰기 Writing

●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dissatisfaction with their 
co-workers.

말하기 Speaking

●	직장	생활	관련	어휘
Workplace related vocabulary

●	업무	관련	어휘	
Work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게					●	대로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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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제가 기자로서 일한 경력이 올해로 10년이 되었어요. 

●	 근무(하다)

 김 부장은 15년 동안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	 부서
 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	 불평불만
  주변에 대해 불평불만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동료들과 잘 

어울리기 힘들다.

●	 속상하다
 이번 입사 시험에 떨어져서 정말 속상해요.

직장 생활 Workplace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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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하다)

 저는 요즘 일이 많아서 매일 밤 9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어요. 

●	 적응하다
 저는 유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	 조직 생활
 학교나 회사 등에서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	 회식(하다)

 어제 우리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에 회사 앞 식당에서 회식을 했어요. 

●	 (경험/경력)을 쌓다
 정우 씨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Part 1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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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오늘은 오후에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바로 퇴근할게요. 

●	 담당하다
 저는 우리 언어 교육원에서 중급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맡다
 내가 맡은 일을 동료들이 도와줘서 빨리 끝낼 수 있었다. 

●	 업무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서 내 업무가 반으로 줄었다. 

●	 지시하다
 부장님이 김 대리에게 오늘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업무 Work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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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다
 그 직원은 항상 일을 꼼꼼하게 처리해서 실수가 없다. 

●	 해결(하다/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고민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다. 

●	 성과를 내다 
  이번 달에 우리 부서가 좋은 성과를 내서 사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부서 사람들에게 휴가를 주셨다. 

●	 (능력/실력)을 인정받다
 후안은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	 (일/업무/기회)이/가 주어지다
 부서가 바뀌면서 나에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다.

Part 1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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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word.

근무하다 지시하다 야근하다 회식하다 

1) 

3) 

2) 

4)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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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부서 업무 거래처 조직 생활 

1) 회사	컴퓨터가	고장	나서	하루	종일																													을/를	할	수	없었다.

2) 내가	일하는																													에서는	회사의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3) 오늘	우리	회사																													에	가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	왔다.	

4) 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을/를	경험하고	있다.	

인사를	나누다	introduce oneself; greet

Part 1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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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로

앞의	동작이나	상태와	같게	혹은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뒤의	내용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the following content is achieved the same or based 
on the preceding content.

그	강아지는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다녔다.		

할머니가	송편을	만드는 대로	따라서	만들었다.		

이제까지	연습한 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께	들은 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집이	작아도	작은 대로	살만	해요.	

겨울	축제는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다.	

예시

정의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정보

동사

-는	대로

받침	O 먹다 먹는	대로

받침	X 오다 오는	대로

받침	‘ㄹ’ 살다 사는	대로

-은	대로

받침	O 먹다 먹은	대로

받침	X 오다 온	대로

받침	‘ㄹ’ 살다 산	대로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은	대로

받침	X 크다 큰	대로

받침	‘ㄹ’ 길다 긴	대로	

있다,	없다 재미있다 재미있는	대로	

송편	songpyeon (half-moon rice cake)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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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다	bewildered; panic

9과ㆍ성격과 외모

1	 부모는	아이가																																														모두	해	주고	싶어	한다.	(원하다)	

2	 날씨가																																															풍경이	멋있었다.	(흐리다)	

3	 월급이																																																아끼면서	살고	있다.	(적다)

1	 요리책에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	(나와	있다)	

2	 내가	책에서																																																동생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읽다)

3	 면접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알다)	

보기

보기

전화번호를 불러 주는 대로 종이에 썼다. (불러 주다)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이번 출장은 내가 가게 되었다. (결정되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Part 1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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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앞	내용의	정도가	심해지면	그에	따라	뒤	내용의	정도도	변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at the following content chan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hange of the preceding content.

이	책은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축제는	사람이	많을수록	재미있어요.	

산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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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받침	O 먹다 먹을수록

받침	X 오다 올수록

받침	‘ㄹ’ 살다 살수록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을수록

받침	X 크다 클수록

받침	‘ㄹ’ 길다 길수록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일수록

받침	X 의사 의사일수록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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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직원은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다)

2	 경력을	많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다.	(쌓다)

3	 혼자	가는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여행이다)

1	 가:	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	여행	가방은																																														좋아요.	(가볍다)	

2	 가:	그	음식은	맛이	어때요?	

	 나:	처음엔	별로였는데	먹으면																																														맛있어요.	(먹다)	

3	 가:	할	일은	많은데	자꾸	게을러져서	큰일이에요.

	 나:	일은	미루면																																														더	하기	싫어지니까	제시간에	하세요.	(미루다)	

보기

보기

업무 경험이 많을수록 실수가 적다. (많다)

가: 고향 가는 비행기 표를 벌써 샀어요? 
나: 일찍 예매할수록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예매하다)

안전	safety 게을러지다	become lazy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Part 1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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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저는 지금 나갈 건데 

민국 씨는 

퇴근 안 해요?

오늘 야근해야 해요.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반도 못 했어요. 

배달시키다	order delivery food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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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예요?
 What will the man do next?

① 거래처를	방문한다. 

② 여자와	저녁을	먹는다.	

③	과장님이	지시한	일을	한다.		

④	회사에	남아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여자는 남자에게 어제 어떤 도움을 줬어요?
 How did the woman help the man?

① 보고서를	다	해줬다. 

② 식당에	전화를	해	줬다.

③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다.	

④	거래처	계약서를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① 보고서는	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남자와	여자는	같이	야근할	것이다.	

③	남자는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다.		

④	남자는	오늘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	

3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conversation. 

Part 2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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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게

상대방의	의도를	물을	때	쓰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used to ask the intention of the other person.

가:	배가	아프다더니	치킨을	먹게?

나:	지금은	괜찮아졌어.	

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놀게?

나:	조금만	놀다가	할게.	

가:	밤	9시가	넘었는데	어디	가게요?

나:	잠깐	마트에	좀	갔다	올게요.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내일	오라고	했는데	거래처를	오늘																																?	(방문하다)

2	 입사	지원서	쓰고	있네.	이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	(내다)

3	 리사	씨,	나타샤	씨랑	같이	집을	찾고	있다면서요?	둘이	같이																																?	(살다)

보기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먹다 먹게

오다 오게

콜라만 마시고 밥은 안 먹게?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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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면접에 그 옷을 입고 가게?
오늘 회식하게요?
여기에서 사진 찍게?
드라마 안 보고 책 읽게?

1	 가:	가방에서	카메라	좀	꺼내	줄래?

	 나:																																																																																																														 								

2	 가:	내가	읽던	책이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이네.	

	 나:																																																																																																																	 					

3	 가:	오늘	저녁에	직원들	모두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나:																																																																																																																	 					

보기 가 : 면접 보러 갈 때 입으려고 새로 샀는데 이 옷 어때?
나 : 면접에 그 옷을 입고 가게?

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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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우리	부서에	나랑 같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입사 동기라서	가깝게	

지냈어.	근데	이	사람이	상사가 직접 지시한 일만 열심히 하고 다른 일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친해질수록	자꾸	자신의	업무를	나한테	

미루기 시작하더라고.	저번에는	거래처에 갔다 와야 하는데 자기는 다른 

급한 업무가 있다면서	나보고	대신 가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 

갔다 왔는데	그	직원은 일도 안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	너무	

화가	났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사실대로	상사에게	

이야기할까?

나:	그	사람이	또	일을 너한테 미루면	바로	거절해야	해.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 이야기하기

거절하다	reject;	deny 알려주다	tell (someone) 이것저것	this and that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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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혹시	상사/동료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Were you ever stressed out by your superior/co-worker?

2 왜	힘들었어요?
 Why were you stressed out?

3 그때	어떻게	했어요?
 What did you do back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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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나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                   

맡은 업무를 제시간에 처리하지 못할 때가 많다 같이 일을 하다 도와달라고 하다

계획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하다                

아이디어도 주고 야근도 같이 하면서 도와주다, 선배가 다른 사람에게 혼자 했다고 하다

도와달라고 하다  

 부서의 여러 업무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다

가:	우리	부서에	나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가	있는데	

	 부서의 여러 업무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다	가깝게	지냈어.	

	 근데	이	사람이																																																																																						 																		.

	 그리고																																자꾸	자신의	업무를	나한테																					 																						.	

	 저번에는																																																																																																	 							

	 나보고																																																																																													.	

	 그래서	내가																																																																																												그																																										

	 																																																																	 					.	너무	화가	났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사실대로	상사에게	이야기할까?

나:	그	사람이	또																																																												 											바로	거절해야	해.	

보기

Part 2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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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대로

1.	앞의	말이	가리키는	바를	따르거나	그와	같이	함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that indicates following or being with what the preceding content is 

referring to.

2.	앞의	말이	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is separated.

1.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설명서대로	만들어	보세요.		

2.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대로	장점이	있어요.	

	 양말은	양말대로	속옷은	속옷대로	따로	빨아야	한다.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 정보

학생 학생대로

의사 의사대로

1	 이																																													약을	사서	드셔야	합니다.	

2	 들어오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주말에	비가	오지	않으면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보기 그 일은 부장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말씀 순서 예정 처방전

숨기다	hide 순서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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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word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은/는																																																은/는																											옷장에	정리했어요.

2	 																									은/는																																																은/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3	 																									은/는																																																은/는																											각각	다른	매력이	있어요.

보기 도시는 도시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여행할 만한 곳이 많아요. 

지방

바다

보기

여름옷

상사 겨울옷

산 부하 직원

도시

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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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출퇴근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맡은	일은	미루지	말고	제시간에	

하고,	근무	시간에	인터넷을	하거나	업무	이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	상사나	동료와	사이가	나빠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	그럴	

정도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지금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평불만은	하면	할수록	불만이	더	커지고	결국	담당한	업무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억하다	remember 유지하다	maintain 기본적이다	being fundamental
영향	influence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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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글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To whom will this article be helpful?

2 불평불만을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What is the result of complaining?

① 불만이	사라질	것이다.	

② 책임감이	커질	것이다.	

③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④	담당한	업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읽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text. 

① 근무	시간에	가끔	인터넷을	하는	것은	괜찮다.	 

② 직장	동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

③	자신의	일을	제시간에	하지	않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④	직장	생활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① 직장을	그만	둔	사람 

② 좋은	직장을	찾고	싶은	사람

③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싶은	사람	

④	직장에서	야근하고	싶지	않은	사람

Part 2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조직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		

또한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상사에게	혼난	적도	있다.

그때는	정말 속상했다.		

야근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밤 9시에 집에 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업무에 적응했고	점점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입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승진을 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다.	

직장 생활 경험에 대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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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직장	생활/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Have you ever had a full-time/part-time job? What did you do?

2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무엇이	어려웠어요?
 What troubles did you have when you first started that job?

3 그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Have you ever made a mistake? What kind of mistake did you make?

4 일을	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What happened as you kept doing that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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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상사의 지시대로 따라야 하다, 적응하기 어렵다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실수를 하다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하다

출장,  집에 못 가다 

큰 계약에 성공하다

업무에서 실수가 줄었다, 능력을 인정받다

처음으로 혼자서 큰 성과를 낸 것이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상사의 지시대로 따라야 하는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많이	힘들었다.		

또한																																																			 	상사에게	혼난	적도	있다.

그때는																																																																														 			.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입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

																																																																							 정말	행복하다.

보기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205

Part 28과ㆍ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과제

잘 듣고 이야기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and practice speaking.

전략	strategy

가:		지금	이	자리에는	김민국	선배님이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취업을	위한	조언과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선배님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		저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봤지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가:		네,	그러셨군요.	선배님	말씀대로	일하고	싶은	회사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사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나: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시키는	대로	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리고	회사라는	

조직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업무에도	익숙해지고	동료들하고도	친해져서	

지금은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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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1 여러분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What kind of company do you want to work for?

2 그 회사에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요?
 What qualifications do you need to apply for that company?

3 여러분은 직장 생활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How do you want your life at work to be?

1 김민국 씨는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어요? 
 How did Kim Min-guk prepare for his job?

2 김민국 씨의 직장 생활은 어때요?
 How is Kim Min-guk’s life at work?

대화를 듣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다음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과제Ⅰ

과제Ⅱ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대기업	

적성에	맞다	

자격증

근무하다

조직	생활	

인정받다

승진하다

중소기업	

보수가	좋다

전공을	살리다	

직장	생활

적응하다

성과를	내다

협력하다

으로서-더라도 -는 대로 -을수록 대로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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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Fasten your seat belt when riding a car



●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public 
transport’ and ‘traffic safety.’

●	‘-는	바람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바람에’

●	‘-을	뻔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을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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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대중교통	관련	어휘	
Public transport related vocabulary

●	교통안전	관련	어휘		
Traffic safety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는	바람에					●	-을	뻔하다					

문법 Grammar

●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a conversation 
of a situation where a car accident almost happened.

듣기 Listening

●		대중교통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text related 
to public transport.

읽기 Reading

●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text reflecting on their past 
experience of not following traffic rules. 

쓰기 Writing

●	대중교통	이용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their experiences of using 
public transport.

말하기 Speaking

PART

01

PART

02 

●	-는다니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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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열차
 KTX는 고속 열차라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도착한다. 

●	 교통 카드
 지하철이나 버스는 교통 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다. 

●	 (버스/지하철) 노선
 이 버스가 어디를 거쳐 가는지 노선을 정확히 알아보고 타세요. 

●	 막차
 집으로 가는 버스 막차를 놓쳐서 택시를 탔다. 

●	 방면
 정우는 서울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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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하다/되다) 

 지하철은 밤 12시까지 운행된다. 

●	 첫차
 부산행 KTX 첫차는 서울역에서 5시 15분에 출발한다.

●	 환승하다
  나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 앞에 내려서 다시 지하철로 환승하여 

출근한다. 

●	 (기계)에 대다 
 버스에 올라탄 후 교통 카드를 기계에 대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 

Part 19과ㆍ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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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하다)

 빗길에 과속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운전하세요. 

●	 대로
 버스가 좁은 도로를 벗어나 대로로 나갔다. 

●	 어기다
 나는 어제 학교 규칙을 어겨서 선생님께 혼이 났다. 

●	 우회전
 요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해 주세요. 

●	 위반(하다)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 신호를 위반해서 벌금을 냈다. 

●	 전용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이어서 자전거는 못 다닌다. 

교통안전 Traffic safety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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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하다)

 내 친구는 사고를 내서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	 제한 속도
 학교 앞이니까 제한 속도를 꼭 지켜 주세요. 

●	 좌회전
 다리를 건너서 좌회전을 하면 경찰서가 있어요. 

●	 차선
 옆에서 달리던 차가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났어요. 

●	 안전띠를 매다
 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Part 19과ㆍ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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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word.

노선 우회전 좌회전 안전띠를 매다 

1) 

3) 

2) 

4) 

																																																				

																																																				

																																																				

																																																				

어휘 Vocabulary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215

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대다 어기다 운행하다 환승하다 

1) 사원증을	출입구에																								으면/면	회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2) 아이들은	교통	규칙을	한	번	배우면																								지	않고	잘	지킨다.		

3)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다가	시청	역에서	2호선으로																								았다/었다.	

4)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셔틀버스를																								는다/ㄴ다.

사원증	employee ID card 출입구	entrance 셔틀버스	shuttle bus

Part 19과ㆍ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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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람에

앞에	오는	말이	뒤에	나오는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일임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following 
content.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길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

날이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바람에	배탈이	났다.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우는 바람에	당황했어요.

기차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오히려	기차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었다.

예시

정의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동사

먹다 먹는	바람에

오다 오는	바람에

살다 사는	바람에

1	 지갑을	깜박하고	집에	놓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오다)

2	 책에	커피를																																					책이	다	젖었다.	(쏟다)	

3	 바람이	심하게																																					모자가	날아갔다.	(불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10층까지 걸어서 올라왔다. (고장이 나다)

놓치다	miss 깜박하다	forget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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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다	cancel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책을																																																																																								.

2	 막차를																																																																																								.	

3	 집들이	음식이	너무	많이																																																																																								.		

보기 심한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며칠 동안 그 음식만 먹었다

결과

보기

잃어버리다

놓치다 숙제를 못 했다

남다 집까지 걸어갔다

걸리다

원인

Part 19과ㆍ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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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뻔하다

앞	말의	내용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음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that indicates the preceding content is at the verge of happening.

화장실에	갔다	오느라고	중요한	전화를	못	받을 뻔했어요.	

유학	생활이	힘들어서	포기할 뻔했다.	

책상에	다리를	부딪쳤는데	너무	아파서	울 뻔했어요.	

예시

정의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받침	O 먹다 먹을	뻔하다

받침	X 오다 올	뻔하다

받침	‘ㄹ’ 살다 살	뻔하다

1	 휴대	전화를	보며	걷다가	계단에서																																				.	(넘어지다)

2	 경찰관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이를	못																																				.	(찾다)

3	 어제	친구하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너무	슬퍼서																																				.	(울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지하철에서 조는 바람에 내릴 역을 지나칠 뻔했다. (지나치다) 

포기하다	give up 부딪치다	collide; hit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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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다	doze

알맞은 표현을 찾아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오늘	수업	재미있었죠?

	 나:	아니요.																																																																																																																																															

2	 가:	무사히	기차를	타서	다행이에요.	

	 나:	그러게요.																																																																																																																																											

3	 가:																																																																																																																																																												

	 나:	운전할	때는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보기 가: 손님, 이 우산 손님거지요?
나: 네. 감사합니다. 우산을 놓고 갈 뻔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산을 놓고 갈 뻔했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기차를 못 탈 뻔했어요. 
어제 밤을 새서인지 졸려 죽을 뻔했어요.
낮에 운전하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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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왜? 무슨 일 있었어

누나, 사람들이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하는 것 같아. 

거칠다	rough 뒤차	car behind 큰일	big issue
살피다	observe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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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 two talking about?

2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이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What did the man do during the situation where there was almost an accident?

① 옆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멈추었다.	 

② 옆	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그	차	앞으로	갔다.	

③	옆	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다른	차선으로	바꾸었다.	

④	옆	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속도를	줄여서	그	차를	앞으로	가게	했다.

3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conversation.

① 뒤차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② 남자는	아까	시내	쪽으로	가고	있었다.	

③	운전할	때	나만	조심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④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① 남자가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날	뻔한	일 

② 남자가	과속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한	일

③	뒤에	오던	차가	과속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한	일		

④	옆에	오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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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는다니

1.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에	대해	듣는	사람에게	확인하며	질문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to question someone in order to confirm something you heard from a different 

person.

2.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앞	내용이	뒤의	내용과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임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which indicates something you heard from a different person (the preceding 

content) is the basis of judging the following content.

1.	가:	가영이는	오늘	어디에서	사진을	찍는다니?

	 나:	호수	공원에	가서	찍는대요.		

	 가:	나타샤는	요즘도	바쁘다니?

	 나:	네.	다음	주나	되어야	좀	한가해진대요.

	 가:	한국어	수업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라니?

	 나: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가:	가영이는	종로	3가역에서	잘	환승했다니?

	 나:	네.	잘	했대요.

2.	후안이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다니	이것에	대해서도	잘	알겠네.

	 이	차가	건강에	좋다니	많이	마셔야겠어요.

	 큰	사고가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가	오늘	처음	운전을	했다니	많이	떨렸겠네요.

	 쯔엉이	설거지를	하겠다니	우리는	좀	쉬자.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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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받침	O 먹다 먹는다니

받침	X 오다 온다니

받침	‘ㄹ’ 살다 산다니

형용사
작다 작다니

크다 크다니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라니

받침	X 의사 의사라니

떨리다	shake 공포	영화	horror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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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가:	사비나는	오늘	저녁은	어디에서																																																															?	(먹다)

	 나:	시내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먹는대요.

2	 가:	리사는	그	영화가	그렇게																																																															?	(재미있다)

	 나:	리사는	원래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3	 가:	미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	(된장찌개이다)

	 나:	네.	그렇대요.

보기 가: 가영이는 시청 방면으로 간다던데 뭘 타고 간다니? (가다)
나: 지하철을 탄대요. 

1	 가:	내일	등산	갈	수	있을까요?	

	 나:																																																																																																																																						 									

2	 가:	요즘	설악산	단풍이	참	예쁘다던데요.	

	 나:																																																																																																																																					 										

3	 가: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식당에	가	봤어요?

	 나:																																																																																																																																					 										

보기 가: 쯔엉은 언제 와?
나: 지금 길이 막힌다니 좀 늦을 거야.

지금 길이 막힌다니 좀 늦을 거야.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음식이 맛있다니 언제 한번 같이 가요.
네. 이번 주말에 단풍이 가장 아름다울 거라니 같이 구경 갈래요?
내일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니 등산 못 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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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어제	인천에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갔거든.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일찍	출발했는데도	약속에	늦을	뻔	했어.	

나:	인천까지	얼마나	걸렸어?

가:		보통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다니니까	서울에서	1시간 10분이면 가는데	

어제는	거의 2시간이나 걸렸어.	그때가	퇴근 시간이라서인지	길이	꽉	

막혔더라고.	

나:	지하철을	타지	그랬어?

가:	지하철은 두 번이나 환승을 해야 하고 버스는 한 번만 타면 돼서	편하게	

					가려고	했지.	

나:		지하철은 여러 번 환승하는 게 좀 귀찮긴	한데	도로는	언제	막힐지	예상이	

안	되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가:		그러게.	다음부터는	환승하는 것이 좀 귀찮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해야겠어.	

대중교통 이용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꽉	tight 결혼식	wedding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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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요?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Do you use public transportation frequently? What kind of public transportation do you use? 

2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무엇이	좋아요?	
 What do you like about that public transportation? 

3 다른	교통수단은	어때요?	비교해	보세요.	
 Compare the public transportation you use with other types of public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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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부산에서 결혼식, 고속버스, 결혼식

고속버스로 4시간이면 충분하다,  6시간 넘게 걸리다,  주말이다 고속 열차로 가다

고속 열차가 비싸기도 하다,  고속터미널이 우리 집에서 더 가깝다   

고속 열차가 고속버스보다 더 비싸다,  고속도로,  고속 열차

기차역까지 가는 것이 멀고 표 값이 비싸다,  고속 열차

부산

가:	어제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갔거든.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일찍	출발했는데도	결혼식에	늦을	뻔	했어.	

나:																											까지	얼마나	걸렸어?

가:	보통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다니니까	서울에서																																																														 					

	 어제는																																								.	그때가																							 						길이	꽉	막혔더라고.	

나:																																											지	그랬어?	

가:																																																																																																 							편하게	가려고	했지.	

나:																																						 							한데																											는	언제	막힐지	예상이	안	되니까	

	 																											이용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가:	그러게.	다음부터는																																				 																																				이용해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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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350 [서울	여행]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사비나 20XX.09.22 1801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버스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다양한	노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서울의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운행	시간은	노선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첫차는	

오전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운행을	시작하고	막차는	밤	11시	30분에서	12시	

정도까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는	교통	카드를	구입해서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교통	카드가	있으면	버스와	지하철	모두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또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통	카드를	사용할	때는	탈	때와	내릴	때	교통	

카드를	꼭	기계에	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금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서울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버스에서	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교통	카드를	

기계에	대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휴대	

전화에	서울	교통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노선	정보와	도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서	더	편리하게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종	from time to time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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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description of subway and buses in Seoul.

① 노선이	다양하다.	 

② 모든	노선의	운행	시간이	같다.	

③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④	교통	카드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낼	수	있다.	

1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text?

① 서울의	대중교통	 ② 서울	지하철	노선	

③	서울의	택시	이용	방법		 ④	교통	애플리케이션	이용	방법	

3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휴대	전화로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선	정보를	알	수	있다.	(																					)	

② 보통	서울의	버스는	새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운행을	시작한다.	(																					)

③	교통	카드를	사용할	때는	내릴	때	꼭	기계에	카드를	대지	않아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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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긴장이	돼서	앞만 보고 다녔다.	그런데	운전을	

할수록	점점	운전하는 것이 편안해졌다.	어느	날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교통 신호가 막 정지 신호로 바뀌고 있었는데 급한	마음에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했다.	그때	교통경찰이	내	차를	세웠다.	경찰이	교통 신호를 

위반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결국	수업에도 늦었고	

벌금도	내야	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교통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다.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는 글쓰기 

편안하다	comfortable 막	just 자신감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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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친구가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How was it like when you, your family, or your friend first started driving?

2 교통	규칙을	어긴	적이	있어요?	어떤	규칙을	어겼어요?
 Did you ever break any traffic rules? What rule did you break?

3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What happened aft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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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천천히 운전을 하다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 제한 속도를 어기지 않다

제한 속도를 어기다 제한 속도, 집에도 빨리 못 가다

사차선 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제한 속도보다 빨리 달리다 

집에 돌아가다, 피곤하다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긴장이	돼서	천천히 운전을 했다.	

그런데	운전을	할수록	점점																																																															 .	어느	날

																																											고	있었는데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마음에

																																																															 .	그때	교통경찰이	내	차를	세웠다.

경찰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결국

																																														 	벌금도	내야	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아무리

																																																																																																																																							 고

잘	지키고	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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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9과ㆍ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10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The strawberries produced in this area are especially 
sweet and tasty



 

●	‘지리’	및	‘경제’에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geography’ 
and ‘economy.’

●	‘마저,	까지’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마저, 까지’

●		‘-어	놓다,	-어	두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 놓다’ 
and ‘-어 두다’

●	‘-는	사이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사이에’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마저,	까지				●	-어	놓다,	-어	두다				

문법 Grammar

PART

01

PART

02 ●		지역	특산물을	파는	시장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selling local specialties in the market.

듣기 Listening

●		도시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text that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읽기 Reading

●		특산물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n explanation describing local 
specialties.

쓰기 Writing

●	고향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기를	할	수	있다.	
Students can present about their hometown.

말하기 Speaking

●	지리	관련	어휘
Geography related vocabulary

●	경제	관련	어휘
Economy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는	사이에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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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우리 고장은 물이 맑고 산이 높아 옛날부터 휴양지로 유명하다. 

●	 댐
 댐이 세워진 후 그 지역은 더 이상 홍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	 둘러싸이다
 우리 고향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경치는 좋지만 교통이 불편하다. 

●	 상류
 상류에서 흘러온 물이 이곳에서 동서로 갈라진다. 

●	 지리
 지난주에 여행을 갔는데 그곳 지리를 잘 몰라서 길을 잃어버렸다. 

지리 Geography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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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류
 우리 마을은 금강 하류에 위치해 있다. 

●	 항구
 아버지를 태운 배가 항구로 들어왔다. 

●	 해수욕장
  작년 여름에 제주도 해수욕장에 가서 친구들과 수영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	 흙
 사비나는 흙을 화분에 담고 그 위에 씨를 뿌렸다. 

Part 110과ㆍ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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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
 내 고향은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서 곳곳에 공장이 많다. 

●	 구매(하다)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우선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부터 해 보세요.

●	 낭비(하다/되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	 농산물
 그 시장에 가면 전국에서 나는 농산물을 다 볼 수 있다.

●	 무역(하다)

 동생은 고향과 외국을 오가면서 커피 무역을 하고 있다. 

●	 상업
 이 지역은 예전부터 상업이 발달하여 크고 작은 회사가 많이 모여 있다. 

경제 Economy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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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하다/되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	 소비(하다/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게 된다. 

●	 수입(하다/되다)

 이 소파는 해외에서 수입한 거라서 가격이 아주 비싸다. 

●	 수출(하다/되다)

 우리 회사에서는 전 세계에 휴대 전화를 수출한다. 

●	 절약(하다/되다)

 저는 용돈을 절약해서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드렸다. 

●	 특산물 
 어머니가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 오셨다. 

Part 110과ㆍ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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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word.

 흙 무역 항구 해수욕장

1) 

3) 

2) 

4)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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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고장 특산물 구매하다 낭비하다 

1	 가:	여행	잘	갔다	왔어?	근데	이건	뭐야?		

	 나:	인삼이	그	지역																													이잖아.	여행	간	김에	사왔어.	

2	 가:	과일을	정말	싸게	샀네.

	 나:	현지에	가서	직접																													았더니/었더니	싸더라.	

3	 가:	사비나는	항상	돈을	아껴	쓰는	것	같아.	

	 나: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돈을																													지	말라고	가르치셨대.	

4	 가:	여기는	참	아름답네요.	

	 나:	이																													은/는	산과	강이	있어서	경치가	좋기로	유명해요.	

인삼	ginseng 현지	local

Part 110과ㆍ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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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까지

(이미	관련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오는	말이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하나임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is the last thing that adds to the 
group (in a state where most of the entities are already included)

(이미	관련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오는	말이	더해지는	

하나임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adds to the group (in a state where 
most of the entities are already included)

알레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마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휴대	전화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더니	화면마저	꺼졌다.	

너마저	고향에	돌아가면	기숙사에	아무도	없어.	

예시

그	가수는	노래도	잘	부르는데	춤까지	잘	춘다.		

추운데	바람까지	불어서	밖에	다니기가	힘들다.	

기분이	우울한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까지	슬프네요.	

예시

정의

정의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학생 학생마저

의사 의사마저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 정보

학생 학생까지

의사 의사까지

알레르기	allergy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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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	side

9과ㆍ성격과 외모

1	 가장	친한																																		그	사람의	곁을	떠났다.	

2	 집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켜지지	않는	바람에	과제를	못했다.	

3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사는	바람에	마지막	남은																																		다	쓰고	돈이	하나도	안	남았다.	

보기 아침에 늦잠을 자서 버스를 놓쳤는데 택시마저 없어서 지각했다.

1	 가:	너는	사과를																																																		먹니?

	 나:	씻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먹어야	좋대요.	

2	 가:	그	지역에	가뭄이	심하다면서요?

	 나:	네.	강의																																																		보일	정도예요.

3	 가: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늘	올	수	있겠어?

	 나:	폭설로																																																		못	다니게	돼서	오늘	못	가겠어.	

보기 가: 나도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나: 다른 애들도 갔는데 너까지 가면 어떻게 해?

<보기>와 같이 ‘마저’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using “마저.”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까지’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using “까지.”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너 기차 껍질 바닥 

용돈 친구 택시 노트북

Part 110과ㆍ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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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놓다

-어 두다

앞	말이	가리키는	행위의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maintains the results of the action.

무언가를	대비하여	앞	말이	가리키는	행위의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표현.	
An expression which indicates maintaining the preceding content in order to prepare 
for something.

어제	내가	사 놓은	과자를	동생이	다	먹었다.		

제가	자는	동안	어머니께서	김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집에	가면	먼저	숙제를	해 놓고	다른	일을	한다.	

예시

동생	생일	파티에	쓰려고	케이크를	사 두었어요.	

배	멀미가	날까	봐	미리	약을	먹어 두었다.	

어제	미리	해 둔	음식을	가지고	부모님	댁에	갔다.	

예시

정의

정의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ㅏ,ㅗ 보다 봐	놓다

ㅏ,ㅗ	X 만들다 만들어	놓다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	놓다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ㅏ,ㅗ 보다 봐	두다

ㅏ,ㅗ	X 만들다 만들어	두다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	두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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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을	사서	꽃병에																																																		았어요.	(꽂다)

2	 여름에는	항상	창문을																																																		고	지내요.	(열다)

3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청소를	다																																																		았어요.	(하다)

1	 가:	저	상자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나:	옛날에	듣던	음악	시디를	버리려고																																													ㄴ	거예요.	(정리하다)

2	 가:	오늘	쯔엉	씨네	같이	갈	수	있어?

	 나:	응.	너랑	쯔엉	씨	집에	가려고	어제	일을	다																																													었어.	(끝내다)

3	 가:	태어날	아기	이름은	생각해	봤어요?

	 나:	여자	이름과	남자	이름으로	몇	개씩																																													ㄴ	게	있어요.	(고르다)

<보기>와 같이 ‘-어 놓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using “-어 놓다.”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어 두다’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using “-어 두다.”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보기

어머니가 알려 주신 요리법을 공책에 모두 써 놓았어요. (쓰다) 

가: 지난번에 부탁한 서류 가지러 왔어요. 
나: 그건 민국 씨한테 맡겨 두었으니 가서 받으세요. (맡기다)

꽃병	flower bottle 꽂다	stick

Part 110과ㆍ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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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요 앞 공원에서 지역 특산물을 

파는 시장이 섰다는데 가 봤어?

응. 오전에 갔었는데 

여러 고장의 농산물이 

다양하게 있더라. 

바퀴	wheel 품질	quality 한쪽	one side
둘러보다	look around 농사	farming 농부	farmer
욕심	greed 믿음	trust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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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 
 What are the two talking about?

① 사과	가격 ② 농사를	짓는	방법

③	특산물을	파는	시장	 ④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농산물	

2 여자가 그곳에서 농산물을 사고 싶어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reason why the woman wants to buy the produce there. 

① 품질이	좋아	보여서 

②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않아서

③	여러	지역의	농산물이	있어서		

④	평소에	보기	힘든	특산물이	있어서

3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여자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고	왔다.	(																					)	

② 사과는	인기가	없어서	많이	팔리지	않았다.	(																					)	

③	이	시장에서는	농부들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																					)

Part 210과ㆍ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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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고향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기

제	고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향	전주는	전라북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주 시는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주는	현대의	도시이지만	과거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심 속에	

한옥마을이	있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특산물은	한국의 전통 종이 한지인데	전주 한지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전주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비빔밥은	꼭	먹어	봐야	

할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전주에	오신다면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비빔밥을	

먹어	보는	사이에	전주의	매력에	푹	빠질	겁니다.	

제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하다)	present	 한지	hanji (Korean traditional paper) 중북부	central-northern
중앙	middle 한옥마을	Hanok Village 하회마을		Hahoe Village
현대	modern 빠지다	indulge in	 엿보다	peek
생활문화	living culture 찜닭	stewed chicken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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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곳의	자연은	어때요?
 Where is your hometown? How is the natural environment there?

2 그곳의	특산물은	뭐예요?	그곳에서는	어떤	음식이	유명해요?
 What are the specialties in your hometown? What kind of foods are famous there?

3 여러분의	고향을	소개해	보세요.
 Try introducing your home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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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안동, 경상북도의 중북부

그 호수 주변은 풍경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다

안동, 전통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면 하회마을, 옛날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보다

안동, 사과, 안동 사과, 맛이 달다

안동, 하회마을을 둘러보다, 안동찜닭, 안동

안동, 안동찜닭

안동 시에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있다  

제	고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향	안동은	경상북도의 중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																					 										.	

												은	현대의	도시이지만																																																												도시입니다.	

																																																					이	있어서																																																														수	있습니다.

												의	특산물은													인데																								는																																	 			유명합니다.	

												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은	꼭	먹어	봐야	할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에	오신다면																																																																													을	

먹어	보는	사이에																	의	매력에	푹	빠질	겁니다.	

제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기

Part 210과ㆍ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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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는 사이에

‘앞	절의	내용이	일어나는	짧은	시간	동안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that indicates ‘in the short period of time of the preceding content.’

내가	밥을	먹는 사이에	드라마가	끝났다.

어머니께서	쉬시는 사이에	내가	청소를	했다.

우리가	없는 사이에	지훈이랑	지수가	싸웠나	보다.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동사,	‘있다,	없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있다,’ and ‘없다.’정보

동사

먹다 먹는	사이에	

오다 오는	사이에

살다 사는	사이에

있다,	없다 있는	사이에

 놀다 하다 기다리다 자고 있다 

1	 내가	샤워를																																																								동생이	몰래	내	옷을	입고	나갔다.

2	 친구하고																																																								어느새	하늘이	어두워졌다.

3	 빵집	앞에서	줄을	서서																																																								빵이	다	팔려서	못	샀다.

보기 엄마에게 들으니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어두워지다	become dark 줄을	서다	lin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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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가방에서 교통 카드를 찾는 사이에 버스가 떠났어요
버스에서 잠깐 조는 사이에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졌어요
아이가 자는 사이에 설거지를 했어요

1	 가:	물건을	어쩌다	잃어버렸어요?

	 나:																																																																																																																 																		.	

2	 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나:																																																																																																																						 												.	

3	 가:	뭐	하고	있었어요?	

	 나:																																																																																																																					 													.	

보기 가: 어떻게 하다가 버스를 놓쳤어요?
나 : 가방에서 교통 카드를 찾는 사이에 버스가 떠났어요. 

깜짝하다	surprise

10과ㆍ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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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한국의 도시, 부산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이다.	인구	또한	서울과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도시이다.	한국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부산은	바다가	

옆에	있어서	한국	최대의	항구	도시로	발전하였다.	항구를	통한	수입과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무역이	발달했고	그	영향으로	공업과	상업도	함께	

발달하였다.	부산은	해안도로와	수산	시장,	박물관	등	관광할	것도	많아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이기도	하다.	해운대,	광안리,	송도	등	해수욕장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모래가	깔린	긴	해변으로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은	휴가철뿐만	아니라	겨울철까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한	

도심지에서	다리만	하나	건너면	영도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곳은	경치가	좋고	

먼	바다까지	볼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산책하기	위해	자주	찾는다.	부산은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아	산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	

최대	largest 광안리	Gwangalli 영도	Yeongdo
모래	sand 해운대	Haeundae 깔리다	covered with
송도	Songdo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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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Busan?

2 부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about Busan. 

① 부산에는	산이	많다. 

②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여러	곳	있다.

③	부산은	공업뿐만	아니라	상업도	발달했다.

④	부산은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3 읽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text.

① 해운대는	긴	해변으로	유명하다.

② 부산은	항구도시여서	무역이	발달했다.

③	한국에는	부산보다	더	큰	도시가	있다.	

④	영도에	가려면	오랜	시간	배를	타야	한다.

①

②

③

④

Part 210과ㆍ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각	고장마다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좋아서	유명한	특산물이	있다.	한국의 

중북부에 위치한 경기도 이천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쌀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천 지역은	땅이	좋고	지하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쌀이	생산된다.	이천 쌀로 지은 밥은	그 맛이 좋아서	

옛날에는	왕에게	선물로	드리기도	했다.	이천에서는	가을에	이천 쌀을 알리기 

위한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큰 밥솥으로 밥을 짓는 과정을 볼	수	있고	

한국의 농사 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이천에	가면	이천 쌀로 지은 밥과 함께 

반찬이 한 상 가득 나오는 한정식을 맛볼	것을	추천한다.	또한	요즘은	이천 쌀로	

과자나 빵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특산물을 설명하는 설명문 쓰기

각	each 밥솥	rice pot 상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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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이	사는	곳의	유명한	특산물은	뭐예요?
 What are some famous specialties in your region?

2 그것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에서는	무엇을	해요?
 Is there an event to introduce or promote these specialties? What do people do in these events?

3 그	특산물을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이	있어요?
 Is there a product that is made using these speci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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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한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       

제주도, 맑고 깨끗한 물과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맛 좋은 귤

제주도 귤, 껍질이 얇고 씨가 없으며 달콤하고 맛있다 제주도, 겨울철, 귤을 홍보하다

귤 따기 체험을 하다, 직접 딴 귤을 먹어볼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다

제주도, 귤 박물관에 방문하여 귤을 재료로 케이크나 쿠키 만들기 체험을 해 보다

제주도 귤, 음료수와 과자, 그리고 귤로 만든 초콜릿

귤을 가장 많이 생산하다

각	고장마다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좋아서	유명한	특산물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는	한국에서	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는	땅이	좋고																																																																														 이	생산된다.

																										은																																																																																														 옛날에는

왕에게	선물로	드리기도	했다.	

																														에서는																																에																																 	위한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수	있고																																																																																																								

	 	수	있다.	

																																	에	가면		 	

것을	추천한다.	또한	요즘은																																											로		

																																																																																					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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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듣고 이야기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and practice speaking.

말리다	dry 배표	ship ticket 바닷바람	sea breeze

가:		울릉도는	오징어가	유명하다더니	여기에서	먹은	오징어	요리들이	다	

맛있더라.	말린	오징어도	육지에서	파는	거랑	맛이	좀	다른	것	같았어.

나:		울릉도에서	파는	오징어는	동해	바닷바람으로	말려서	맛이	더	좋대.	다른	

나라에	수출도	많이	한다더라.

가:		그렇구나.	친구들	선물도	다	샀으니까	이제	배	타러	가자.	어제	사	놓은	

배표는	잘	챙겼지?

나:		응.	지갑에	잘	넣어	두었어.	맛있는	거	먹고	여기저기	구경하는	사이에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	떠나려니까	아쉽다.

가:		다음에	또	오자.	동해는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며칠씩	안	다닐	때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행	온	기간에는	떠나는	날까지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야.

나:		맞아.	내	친구가	왔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가	못	다니는	바람에	

이틀이나	더	울릉도에	머물러야	했다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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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1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어떤 관광지가 있어요?
 What are the tourist attractions in the area you live in?

2 위치가 어디예요?
 Where is it located?

3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에 갈 수 있어요?
 Can people go there by using public transport?

4 그 지역에 특산물이나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Are there local specialties or famous food there?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방면

고속	열차

운행하다

막차

판매하다

고장

농산물

품질

노선

환승하다

첫차

구매하다

생산하다

둘러싸이다

특산물

수출하다

대화를 듣고 따라 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the conversation.

아래에 제시된 문법과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말해 보세요.
Use the grammar and expressions provided below and practice speaking out loud.

과제Ⅰ

과제Ⅱ

-는다니-는 바람에 -을 뻔하다 -는 사이에 -어 놓다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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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You have to bring your ID card to open a bank account at the bank



●	은행	거래	및	은행	업무를	나타내는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bank 
transactions’ and ‘banking.’

●		‘에	따라’를	사용하여	문장과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에 따라’

●	‘-는	줄’을	사용하여	문장과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줄’

●	‘만	같아도’를	사용하여	문장과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만 같아도’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은행	거래	관련	어휘
Bank transactions related vocabulary

●	은행	업무	관련	어휘
Banking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에	따라					●	-는	줄					

문법 Grammar

●		은행	직원과의	전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a phone call with 
a bank employee.

듣기 Listening

●	은행	서비스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text about 
banking services.

읽기 Reading

●	송금	실수	경험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their mistake when 
transferring money.

쓰기 Writing

●	은행	업무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banking.

말하기 Speaking

PART

01

PART

02
 

●	만	같아도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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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번호
 계좌 번호를 알려 주시면 입금해 드릴게요.

●	 대출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어요.

●	 송금(하다)

 친구가 밥값을 모두 계산해서 친구에게 돈을 송금해 줬어요.

●	 수수료
 수수료를 내면 필요한 서류 준비와 일을 대신 해 줘요.

●	 예금(하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돈을 모으기 위해 예금 통장에 넣어요.

●	 이자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이자가 생기는 거 알아요?

은행 거래 Bank transactions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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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뱅킹(하다)

 인터넷 뱅킹을 하면 빠르고 편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좋아.

●	 입금(하다)

 오늘 오후까지 돈이 입금되면 물건을 보내드릴게요.

●	 출금(하다)

 현금이 필요해서 ATM에서 출금했어요.

●	 환율
 외국 생활을 할 때는 환율을 자주 확인해야 해요.

●	 환전(하다) 

 고향에 돌아갈 때 한국 돈을 고향 돈으로 환전했어요.

Part 111과ㆍ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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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하다/되다)

 통장을 개설하면 새로운 계좌 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	 공과금
 물하고 전기를 조금 써서 그런지 공과금이 적게 나왔어요.

●	 문의(하다)

 은행에 전화해서 통장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한지 문의했어요.

●	 발급(하다)

 성적표는 학교에서 발급해 줘요.

●	 번호표
 은행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번호표를 받는 거예요.

은행 업무 Banking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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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하다)

 서류를 모두 작성하시면 서류 아래에 서명해 주세요.

●	 신분증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	 증명서
 졸업증명서로 나의 졸업을 증명할 수 있어요.

●	 창구
 은행에는 예금 업무와 대출 업무를 보는 창구가 따로 있어요.

Part 111과ㆍ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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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correct word.

입금 출금 환전 인터넷 뱅킹

1) 

3) 

2) 

4) 

																																																				

																																																				

																																																				

																																																				

어휘 Vocabulary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261

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1) 은행에																															을/를	맡기니까	이자를	줬어요.	

2) 은행과																															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돈을	보낼	수	있어요.

3) 에어컨을	많이	켜서	이번	달에는																															이/가		많이	나왔다.		

4)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을/를	개발하고	있대요.

예금 공과금 신분증 계좌 번호

Part 111과ㆍ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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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내용의	기준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becomes the basis of the following 
content.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요리사에 따라	음식	맛이	다르다.
예시

정의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학생 학생에	따라

의사 의사에	따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색이	달라지는	잉크가	있어요.	

2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3	 그	여행지는																																					경치가	달라	보여요.

보기 음식은 넣는 재료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계절 성격 온도 재료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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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dietary life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문화	/	요리	방법	/	다양하다	

	 →																																																																																																				 																				.

2	 자신의	선택	/	전공	/	결정되다

	 →																																																																																																		 																						.

3	 식생활	/	건강	/	바뀌다	

	 →																																																																										 																																														.

보기 날씨 / 기분 / 달라지다 
→ 날씨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

Part 111과ㆍ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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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줄

1.	주로	‘알다,	모르다’와	함께	쓰며	어떤	사실이나	상태임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usually used along with ‘know,’ or ‘don’t know’ and indicates a specific fact or state. 

2.	주로	‘알다,	모르다’와	함께	쓰며	동사	뒤에	붙어서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usually used with ‘know,’ or  ‘don’t know’ and is an expression which indicates the method 

by combining with a verb.

1.	조용해서	나는	네가	자는 줄	알았어.

	 민국	씨가	방에	있는 줄	몰랐어요.

	 집	안에만	있어서	밖이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2.	수영을	할 줄	알아요.

	 저는	케이크를	만들 줄	몰라요.

예시

정의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정보

동사

먹다 먹는	줄

오다 오는	줄

살다 사는	줄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은	줄

받침	X 크다 큰	줄

받침	‘ㄹ’ 길다 긴	줄

있다,없다 재미있다 재미있는	줄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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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리사	씨가	제	생일을																																					알았어요.	

2	 우리	학교에	학생이	이렇게																																					몰랐어요.	

3	 샤오위가	면접	준비	때문에																																					몰랐어요.	

보기 저는 쯔엉 씨가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가는 줄 알았어요.

 가다 많다 알다 바쁘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빵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나:	아니요.	빵을																																																									.

2	 가:	피아노	말고	취미가	더	있어요?

	 나:	스키를																																																														.

3	 가:	스페인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나:	어렸을	때	스페인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스페인	신문을																																																											.

보기 가: 피아노 쳐 본 적 있어요?
나: 네, 어렸을 때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읽다 치다 타다 만들다

Part 111과ㆍ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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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안녕하십니까? 세종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수령하다	receive 제출하다	submit 재학	attend school; enrollmen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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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가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Why did the man make the call?

2 통장 개설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what is not necessary when opening a bank account.

① 재학	증명서 

② 계좌	신청서

③	외국인	등록증

④	장학금	확인서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여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	없다. 

② 여자는	시간이	없어서	은행에	방문하기	어렵다.

③	남자는	이번	주에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할	것이다.	

④	남자는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① 필요한	서류를	물어	보려고 

②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려고

③	통장	만드는	것을	도와주려고	

④	은행	업무	시간을	물어	보려고

Part 211과ㆍ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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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만 같아도

앞에	오는	말과	비교하며	뒷절의	내용에	대해	가정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which indicates assumption of the following content based on the 
preceding content.

체력이	5년	전만 같아도	마라톤	대회에서	내가	우승했을	거예요.

네가	지훈이만 같아도	혼자	여행	보내는	걸	걱정하지	않을	텐데.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학생 학생만	같아도

의사 의사만	같아도

오늘 김밥 일본 평일

1	 오늘이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2	 우리	고향이																																			 가까워서	한국에	자주	놀러	갔을	텐데.

3	 김치가																																				지금	만들어	볼	텐데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어요.

보기 내일 날씨가 오늘만 같아도 소풍 갈 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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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너 서울 10년 전 어제 저녁

1	 가:	여기는	가게들이	벌써	문을	다	닫았네.

	 나:																																			 이	시간에	대부분	영업하는데.	

2	 가: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나:	내	동생은	이번에	50점	받았대.	내	동생이																																			 정말	좋을	텐데.

3	 가:	할아버지,	제가	들어	드릴게요.

	 나:	그래,	고맙다.																																			 이	정도	무거운	물건은	쉽게	들었을	거야.

보기 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여행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 네, 어제 저녁만 같아도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11과ㆍ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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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은행원:		어서	오십시오.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습니까?

후안:	안녕하세요.	환전을 하러 왔는데요.

은행원:			번호표를	뽑으신	후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창구에서	번호를	불러드립니다.

후안:	네.	감사합니다.

은행원:	(잠시	후)	21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후안:	안녕하세요.	이 돈을 멕시코 페소로 환전하려고	왔어요.

은행원:		네.	여기에	국적, 여권 번호, 환전하실 금액을	써	주세요.	

아래	서명도	해	주세요.

후안:	네.	그런데 요즘 환율이 높아요?

은행원:	환율은 물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후안:	그렇군요.

은행원:		(잠시	후)	여기	환전한 멕시코 페소와 여권	받으시고요.	

수수료는	오천	원입니다.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 보기

페소	Peso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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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요?
 What do you do first at the bank?

2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What do you need for currency exchange or money transfer?

3 다른	은행	업무를	본	적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뭐예요?	
 Have you had any other banking experiences?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need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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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돈을 송금하다

받으실 분의 성함, 은행, 계좌 번호, 보내실 금액

돈을 조금 빨리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

일반 계좌 송금과 빠른 계좌 송금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가격이 다르다       

그럼 빠른 계좌 송금으로 해 주다 송금 영수증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송금하다

은행원:		어서	오십시오.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습니까?

후안:	안녕하세요.	돈을 송금하러	왔는데요.

은행원:		번호표를	뽑으신	후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창구에서	번호를	불러	드립니다.

후안:	네.	감사합니다.

은행원:	(잠시	후)	21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후안:	안녕하세요.																																																																							 					려고	왔어요.

은행원:	네.	여기에																																																																						 						을	써	주세요.	

												아래	서명도	해	주세요.

후안:	네.																																																																				 								?

은행원:																																																																																						에	따라														 																	.

후안:																																																																						 						.

은행원:	(잠시	후)	여기																															받으시고요.	수수료는	오천	원입니다.	

보기

Part 211과ㆍ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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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최근	한국	내에	외국인	수가	크게	늘면서	은행에서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만	

있는	특별	지점을	늘리고	있다.	이	같은	특별	지점은	단순	은행	업무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지점에	따라서는	은행의	한	

층을	카페로	열고	외국인이	쉴	수	있는	외국인	고객	쉼터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또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외국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과	계좌	번호만	있으면	

최대	7,000달러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고	편리하다.	그리고	

평일에	시간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주에	한	번은	주말에도	영업을	

한다.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community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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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 지점에서는 카페가 어떻게 활용되었어요?
 How is the café used in special branches?

2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특별	지점에는	외국인	직원만	있다. 

②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외국인	고객이	늘었다.

③	평일에만	영업하고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④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고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3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topic of this article.

① 은행에서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② 한국에서	고향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③	외국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다.	

④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① 직원	휴식	공간 ② 문화	체험	장소

③	외국인	고객	쉼터	 ④	외국인	특별	행사

Part 211과ㆍ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나는 인터넷 쇼핑을 좋아해서 인터넷에서 옷이나 필요한 물건을 자주 

산다.	지난주에도 예쁜 옷을 보고 사고 싶어서 그 회사의	계좌	번호로	돈을	

보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옷이 오지 않았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니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틀린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직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며칠	뒤	돈을	송금	받은	사람이	나의	실수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었다.	은행 

직원은	사람에	따라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송금을	할	때	여러	

번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음부터	송금하기	전에	계좌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송금 실수 경험 쓰기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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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	번호를	틀려서	돈을	잘못	송금한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made a mistake when transferring money by entering a wrong account number?

2 돈을	잘못	송금한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What did you think when you made the mistake?

3 그	때	어떻게	했어요?	
 What did you do aft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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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얼마 전에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친구에게 계좌 번호를 받았다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후에 친구의

며칠 후에 친구가 왜 돈을 보내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다 이 말을 들은 내 친구는

얼마 전에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친구에게 계좌 번호를 받았다.					

																																																																																				계좌	번호로	돈을	보냈다.	그런데		

																																																																																																																													 			.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틀린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직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돈을	돌려받	

지	못	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며칠	뒤	돈을	송금	받은	사람이	나의	실수를	확인	

하고	돈을	돌려주었다.																																																						사람에	따라	돈을	돌려	

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송금을	할	때	여러	번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음부	

터	송금하기	전에	계좌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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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I sent a parcel to a friend at my hometown



 

●	‘우편’	및	‘배송’을	나타내는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mail’ and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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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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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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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나요					●	-든지					●	-으므로

문법 Grammar

PART

01

PART

02 ●		소포	배송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package shipping.

듣기 Listening

●	택배	이용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instructions on 
the usage of shipping service.

읽기 Reading

●		우편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를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review on mailing service.

쓰기 Writing

●	우체국	택배	접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parcel reception at the 
post office.

말하기 Speaking

●	우편	관련	어휘
Mail related vocabulary

●	배송	관련	어휘
Shipping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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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
 상자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	 발송(하다/되다)

 행사 일정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	 소포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소포로 보냈다.

●	 우편물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을 종류에 따라 편지, 소포 등으로 나누고 있다. 

●	 재다
 상자의 무게를 저울로 쟀다.

우편 Mail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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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하다
 대학교 입학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항공편
 미국에 사는 동생이 항공편으로 라면을 보내 달라고 했어요.

●	 국제 우편
 국제 우편을 이용하면 다른 나라에 소포를 보낼 수 있다.

●	 등기 우편
  등기 우편은 배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	 우편 번호
 편지를 부칠 때 주소와 함께 우편 번호도 적어야 한다.

Part 112과ㆍ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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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지다
 안개 때문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요.

●	 물품
 배달하는 과정에서 물품에 문제가 생기면 교환해 드립니다.

●	 반송(하다/되다)

 주소가 잘못된 우편물은 보낸 사람에게 다시 반송된다.

●	 발송인
 소포 상자에 발송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 주세요.

●	 배송(하다/되다)

 무거운 물건일수록 배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배송 Shipping

어휘 Vocabulary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281

●	 부서지다
 유리로 된 물건은 부서지기 쉬우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	 이내
 집에서 택시를 타면 회사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	 집배원
 우체국 집배원이 집으로 소포를 배달해 줬다.

●	 택배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택배로 배달됐어요.

Part 112과ㆍ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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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and descriptions that match with each other. 

1) 

2) 

3) 

4) 

보내거나	받는	편지나	소포내용물

편지나	소포를	배달하는	사람우편물

상자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물건집배원

비행기로	편지나	물건을	보내는	것항공편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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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물품 발송인 늦어지다 배송하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체국입니다.

오늘	11시부터	14시	사이에	고객님의	소중한	소포를

1)																													(으)ㄹ	예정입니다.

2)	•																										:	세종쇼핑몰

3)	•																										:	하얀색	줄무늬	티셔츠

날씨나	상황에	따라	배달이	4)																										(으)ㄹ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우

Part 112과ㆍ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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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

앞의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공손하게	질문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ask about the preceding content in a gentle and polite manner.

지금	출발하면	인천	공항에	몇	시쯤	도착하나요?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한가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얼마나	높은가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토요일에	하는	동호회	모임	장소가	어딘가요?

택배	상자	안에	무슨	물품이	들었나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기겠나요?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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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먹다 먹나요

오다 오나요

살다 사나요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은가요

받침	X 크다 큰가요

받침	‘ㄹ’ 길다 긴가요

(명사)이다	
학생 학생인가요

의사 의사인가요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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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inquiry

9과ㆍ성격과 외모

1	 감기에	걸렸을	때는	무슨	음식을	먹는	것이																																		?	(좋다)

2	 가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	(저렴하다)

3	 국제	우편으로	중국에	소포를	보내고	싶은데	요금이																																		?	(얼마이다)

보기 이 화장품을 아기와 함께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괜찮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가:	제가	보낸	등기가	잘	도착했는지	어떻게																																		?	(확인하다)

	 나:	인터넷에서	배송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2	 가:	그	식당은	몇	시에	문을																																		?	(열다)

	 나:	오전	9시에	열어요.

3	 가:	소포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	(무엇이다)

	 나:	옷하고	신발이에요.

보기 가: 부산으로 택배를 보내면 배송이 얼마나 걸리나요? (걸리다)
나: 2일에서 3일쯤 걸립니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Part 112과ㆍ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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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1.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which indicates that one can be selected out of the two facts.

2.	여러	사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which indicates that it does not matter what is selected out of multiple 

facts.

1.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든지	대학원에	가든지	결정해야	돼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해요.	

2.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말마다	등산을	다녀요.

	 어디에	살든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시

정의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정보

동사

먹다 먹든지

오다 오든지

살다 살든지

형용사

작다 작든지

크다 크든지

길다 길든지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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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우편은	항공편으로																									배편으로																									할	수	있어요.	(보내다,	보내다)

2	 소포를	접수하려면	우체국에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방문하다,	신청하다)

3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새로운	모임을																							동호회에																							해	보세요.	(만들다,	가입하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방이 너무 더우면 창문을 열든지 에어컨을 켜든지 하세요. (열다, 켜다)

배편	by ship

1	 가:	내가	머리를	길게	푼	게	어울려,	아니면	끈으로	묶는	게	어울려?

	 나:	너는	머리를	풀든지																							상관없이	다	잘	어울려.	(묶다)	

2	 가:	후안	씨는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좋은	거	같아요.

	 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이	조용하든지																							상관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시끄럽다)	

3	 가: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나:	제	장점은	무슨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기 가: 어떤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요?
나: 집이 좁든지 넓든지 상관없이 깨끗한 곳이면 좋겠어요. (넓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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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which indicates the cause or reason.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므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제품도	브랜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봐야	한다.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한국어	수업이	없습니다.

교통	신호를	위반하였으므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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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받침	O 먹다 먹으므로

받침	X 오다 오므로

받침	‘ㄹ’ 살다 살므로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으므로

받침	X 크다 크므로

받침	‘ㄹ’ 길다 길므로

(명사)이다
학생 학생이므로

의사 의사이므로

브랜드	brand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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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자나	초콜릿은	당분이																																															많이	먹으면	이가	썩기	쉽습니다.	(들어	있다)

2	 눈이	많이	내려서	도로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미끄럽다)

3	 우리	팀이	경기에서	졌지만	최선을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했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김밥은 상하기 쉬운 음식이므로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이다)

썩다	rot; decompose 아쉬움	regret

보기 <택배 발송 시 유의사항>

상자에 적힌 주소가 틀리면 발송인에게 택배가 반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택배가 반송되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화장품류는	배송	중에	깨지거나	부서질																																											꼼꼼하게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있다)

2	 	내용물이	30kg	이상이면																																											포장을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안	되다)

3	 	명절	기간에는	택배를	보내는																																									배송이	1~2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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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소포요? 저는 오늘 배송 받을 물건이 

없는데요. 발송인이 누구인가요?

나타샤 씨 앞으로 배달해 드릴 소포가 

있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댁에 계세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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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가 받게 될 택배 상자를 고르세요.
 Choose the parcel the woman will receive.

2 여자는 어디에서 택배를 찾을 수 있어요?
 Where can the woman find her parcel?

① 우체국 ② 경비실

③	친구의	집	 ④	자신의	집	문	앞

① ②

③ ④

① 여자는	친구에게	택배를	보내려고	한다. 

② 여자는	집	밖에서	집배원의	전화를	받았다.

③	집배원은	나중에	다시	여자의	집에	방문해야	한다.	

④	집배원은	소포를	맡기고	김지훈에게	문자를	보낼	것이다.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보내는 사람

성명 김지훈

내용물 사과	1상자

받는 사람

성명 나타샤

보내는 사람

성명 우체국	택배

내용물 사과	1상자

받는 사람

성명 김지훈

보내는 사람

성명 나타샤

내용물 사과	1상자

받는 사람

성명 김지훈

보내는 사람

성명 나타샤

내용물 사과	1상자

받는 사람

성명 우체국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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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나:	안녕하세요?	국제 우편으로	뉴욕에 소포를 발송하고	싶은데요.

가:	보내시는	소포의	내용물이	무엇인가요?

나:		쿠키나 초콜릿 같은 과자 종류가	들어	있어요.	배송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가:		뉴욕은 직항편이 있으므로 낮 12시 이전에만 접수하면 2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나:	그렇군요.	요금은	얼마인가요?

가:		소포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무게를	재야	하니까	포장한	상자를	

저울	위에	올려	주세요.

우체국에서 택배 보내기 

무게	weight 저울	scale 의류	clothing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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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에서	소포를	보낸	적이	있어요?	무엇을	보냈어요?
 Have you ever sent a parcel from the post office? What did you send?

2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Where and who did you send the parcel to?

3 배송이	얼마나	걸렸어요?	
 How long did the shipping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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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우체국 택배, 부산에 소포를 발송하다

티셔츠나 바지 같은 의류                   소포는 언제쯤 도착하다

부산 지역은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오전에 접수하다, 오늘 저녁에 배송되다             

가: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나: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로	부산에 소포를 발송하고	싶은데요.

가:	보내시는	소포의	내용물이	무엇인가요?

나:																																																																																	가	들어	있어요.

	 																																																																							?

가:																																																																																																												

	 																																																																																																											.

나:	그렇군요.	요금은	얼마인가요?

가:	소포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무게를	재야	하니까	포장한	상자를				

	 저울	위에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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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택배 이용 안내>

*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접수하나요?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든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직원이	직장,	가정을	방문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나요?

-	길이가	100cm보다	길거나	무게가	30kg보다	무거운	물건.

-		유리,	도자기	등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나	침대,	소파,	책상	등	한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물건.

-	물건의	가격이	300만	원을	넘는	비싼	물건.

*	물건이	배송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접수한	다음	날에	배달됩니다.	

-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이	같은	지역인	경우에는	당일	배송됩니다.	

-	울릉도,	거제도	등	섬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므로	2~3일	더	걸립니다.

	 	단,	제주도는	12시	이전에	접수하면	항공편으로	배송되므로	다음	날	배달이	

가능합니다.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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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체국 택배로 배달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에요?
 What are the items that can be delivered in post office? 

3 서울에서 택배를 보냈을 때 배달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순서대로 맞춰 보세요.
 Write down the fastest destinations in order to receive a parcel from Seoul. 

1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지역에	상관없이	배송	기간은	모두	같다.	 

②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소포를	보낼	수	있다.

③	택배를	보내려면	반드시	우체국에	가야	한다.

④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	어떤	물건이나	배송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보내는	곳:	서울시	강서구 보내는	곳:	서울시	강서구 보내는	곳:	서울시	강서구

받는	곳: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받는	곳:	서울시	서초구 받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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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이현수 집배원님을	칭찬합니다.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온	이후	매번	집배원님께	소포를	

배달	받고	있는데	항상	친절하셔서	뵐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번에	

집배원님께서	경비실에 맡겨 주신 사과 상자도	잘	받았습니다.	사실은	

소포를	보낸	친구가	포장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집배원님께서	안전하게 배달해 주신	덕분에	사과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잘	

배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소포를	잘	찾았는지	확인	문자까지	

보내	주셔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소포 상자가 무겁든지 가볍든지	항상	웃는	얼굴로	배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편 서비스 이용 후기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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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택배,	택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서비스였어요?
 Have you ever used services such as shipping or a taxi? What kind of service was it?

2 그	서비스가	어땠어요?
 How was the service?

3 왜	그렇게	느꼈어요?
 Why did you think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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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김슬기 집배원님

한 번 더 포장을 해 주시다, 과자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다

날씨가 춥다, 덥다

문 앞에 놓아 주신 소포

김슬기 집배원님을	칭찬합니다.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온	이후	매번	집배원님께	소포를	배달	받고	있는데		

항상	친절하셔서	뵐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번에	집배원님께서		

																																																							도	잘	받았습니다.	사실은	소포를	보낸	친구가		

포장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집배원님께서		

																																												덕분에																																									잘	배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소포를	잘	찾았는지	확인	문자까지	보내	주셔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배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기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297

Part 212과ㆍ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과제

잘 읽고 이야기해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practice speaking.

질문

외국인인데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신분증과	카드가	들어	

있는데	어떻게	찾나요?

답변

먼저	가까운	지역	경찰서에	방문해서	분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고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면	경찰청	분실물	

포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지하철에	있는	

분실물	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발견된	

물건은	일주일	간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서	보관하므로	누군가	지갑을	

발견했으면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	기간	이후에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경찰서로	이동됩니다.

		지갑에	들어	있는	신용	카드의	경우	습득한	사람이	범죄에	이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은행에	연락해서	카드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loss 분실물	lost article 습득	find
중지	temporary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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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1 외국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분실물을 접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Have you seen any recent performances or movies?

2 지하철 안에서 습득된 분실물은 7일 동안 어디에서 보관해요?
 Have you seen any recent performances or movies?

3 분실한 지갑 안에 은행 카드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Have you seen any recent performances or movies?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분실물

분실물	센터

신분증

신용	카드

주머니

분실하다

접수하다

보관하다

습득하다

놓고	내리다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and answer the questions.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Ask about lost items at the lost and found center in a subway.

과제Ⅰ

과제Ⅱ

-나요 -는 줄 -으므로

가: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 분실물 센터입니다.
나:  안녕하세요? 외국인인데 																																																												?

지하철	분실물	센터의	질문 답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분실한	물건이	무엇인가요?	
•갈색	체크무늬	지갑

•지갑	안에	신분증과	신용	카드가	들어	있다.	

분실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지하철	1호선	

언제	분실하셨나요?	
•2일	전	

•오후	4시쯤

어떻게	하다가	분실하셨나요?

•지갑이	바지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았다.	

•서울역에서	내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없었다.

•지하철	의자에	놓고	내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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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ㆍ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 12과ㆍ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13과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Call people around you if you find someone who fell in the water



●	‘재난’	및	‘구조’를	나타내는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disaster’ 
and ‘rescue.’

●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 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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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든’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이든’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

●	재난	관련	어휘
Disaster related vocabulary

●	구조	관련	어휘
Rescue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어	버리다					●	-는다면

문법 Grammar

●		재난	관련	뉴스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the news about 
disasters.

듣기 Listening

●		물놀이	안전	교육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safety 
instruction when playing in water.

읽기 Reading

●	재난과	구조에	대한	경험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their experience on 
disasters and rescue.

쓰기 Writing

●	재난과	구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disasters and rescue.

말하기 Speaking

PART

01

PART

02
 

●	이든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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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다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로 강물이 넘쳤어요.

●	 발견(하다/되다)

 정우씨가 제일 먼저 다친 사람을 발견했어요.

●	 밝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부상
 축구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

재난 Disaster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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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이 번지다
 불길이 번져서 세 시간 만에 산이 모두 다 탔다.

●	 불길이 잡히다
 소방관들이 노력한 끝에 세 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다.

●	 오랜 시간
 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

●	 원인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로 확인되었습니다.

●	 직후
 사고가 난 직후에 정신을 잃었어요.

Part 1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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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폭우가 내리면 강이 넘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함부로
 이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	 현장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현장의 물건을 건드리면 안 돼요.

●	 화재 신고
 화재 신고를 받고 바로 소방차가 출발했다.

재난 Disaster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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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하다/되다)

 소방대원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었다.

●	 깊이
 강의 깊이가 깊으니 들어가지 마세요.

●	 대처
 사고가 났을 때는 빠른 대처가 중요해요.

구조 Rescue

Part 1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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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하다)

 불이 나면 밖으로 대피하세요.

●	 비상구
 비상구 앞에 자전거를 세워 놓으면 안 돼요. 

●	 소리치다
 사고가 났을 때는 크게 소리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	 안정을 되찾다
 환자가  안정을 되찾고 회복 중이에요.

구조 Rescue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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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안전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상이 느껴지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에 이상이 느껴져서 병원으로 갔다.

●	 자신이 있다
 수영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안 돼.

Part 1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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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1) 																															기	전에	모두	피하세요.

2) 불이	나자마자	모두																															아서/어서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3) 구조대의	빠른																															로	아이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4) 물에	빠진	사람을																																(으)면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대처 발견하다 대피하다 불길이 번지다

구조대	rescue team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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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1) 

2) 

3) 

4) 

요청하다구조를

느껴지다불길이

밝히다이상이

잡히다원인을

Part 1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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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버리다

앞의	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완전히	끝나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is completely finished and cannot be 
restored.

오늘	이	일을	다	끝내 버리자.

머리가	아파서	그냥	자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 버렸다.

자동차가	갑자기	길	위에서	멈춰 버렸다.

장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예시

정의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ㅏ,	ㅗ 오다 와	버리다

ㅏ,	ㅗ		X 먹다 먹어	버리다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	버리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사장님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	(말하다)

2	 친구와	전화하는	사이에	음식이	다																																							.	(타다)

3	 남자	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갑자기	전화를																																							.	(끊다)

보기 친구하고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지르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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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	bare hands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지훈아.	물	속에서	뭐	하고	있어?

	 나:	내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미끄러워서																																						.		

2	 가:	민국	씨,	대회	참가	준비	잘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없어서	대회	참가를																																							.		

3	 가:	못	보던	옷이네.	잘	어울린다.

	 나:	좀	비싸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서																																							.		

보기 가:  너 왜 전화도 안 받고 약속 장소에도 안 나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나: 미안해. 밤새 과제를 하느라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어.

사다 놓치다 잠들다 포기하다

Part 1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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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뒤	절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	되는	사실이나	상황을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e fact or situation that becomes the condition of the following 
content.

제가	상을	받는다면	모두에게	한턱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다면	소풍을	갑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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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동사
받침	O 먹다 먹는다면

받침	X 오다 온다면

형용사
작다 작다면

크다 크다면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라면

받침	X 의사 의사라면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돈이																																					세계	여행을	다닐	거예요.	(많다)

2	 다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태어나다)

3	 내가																																					시험	문제를	쉽게	만들	텐데.	(선생님)

4	 우리	모두가	쓰레기를	하나씩																																					공원이	깨끗해질	거예요.	(줍다)

보기 리사와 결혼한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하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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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너	어떻게	결정했어?

	 나:	잘	모르겠어.	네가																																					어떻게	하겠어?	

2	 가:	다음	주에도	날씨가	계속	더울까요?

	 나:	글쎄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날씨가																																					등산은	다음에	가요.	

3	 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휴대	전화를	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봤어요.	

	 나:	정말요?	휴대	전화를	만	원에																																					좋겠네요.	

보기 가: 새해에 바라는 일이 있어요?
나: 입학시험에 합격한다면 기쁠 것 같아요. 

나 덥다 살 수 있다 합격하다

Part 1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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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세한시에 위치한 한 대형 마트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불타고 

직원과 손님 십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315

2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What was the reason for the trouble in extinguishing the fire?

① 불이	난	곳이	실외라서 

② 다친	사람이	너무	많아서

③	불이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져서

④	소방차가	현장에	오	분	늦게	도착해서

3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마트의	직원들은	평소에	안전	교육을	받았다.	(																					)	

② 소방차가	아주	빨리	도착해서	큰	피해가	없었다.	(																					)

③	이번	화재는	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	(																					)

④	화재	사고의	원인은	전기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																					)

1 어디에서 불이 났어요?
 Where did the fire occur?

① 마트 

② 공장

③	백화점	

④	아파트

Part 2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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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가영아.	어제 폭우로 세한시에서 다리가 무너졌다는	뉴스	봤어?	

나:	정말?	다친 사람은 없대?

가:		다리가 무너질 때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강에 빠졌는데 구조대가 바로 

출동해서 구조했대. 비가 많이 와서 다리 위를 지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갔나 봐.

나:		나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가	봐.	내가	얼마	전에	등산을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캠핑을 

하면서 불을 피워 음식을 해 먹는	거야.	그걸	보고	산불이 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가:		그러게.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지.

사고 내용 전달하기

코너	corner 무시(하다)	ignore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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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수,	교통사고’와	같은	재난이나	사고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었어요?
  Have you ever heard news about disasters or accidents such as floods or car accidents? What 

kind of news was it?

2 그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What was the reason of the accident?

3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What did you think after hearing th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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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세한시에서 큰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짐을 많이 싣고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다가 넘어졌다

짐을 많이 싣고 빨리 달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수에 놀러 갔다, 태풍 때문에 바다에 못 들어가게 해 놨는데도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물에 빠지다

왜 그렇게 됐다        

가:	가영아.	어제	폭우로	세한시에서 큰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는	뉴스	봤어?

나:	정말?																																								?

가:																																																																																																																											.				

	 																																																																																																																																	나	봐.

나:	나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가	봐.	내가	얼마	전에																																													는데																																														

	 																																																		는	거야.	그걸	보고														 											(으)ㄹ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가:	그러게.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지.

보기

Part 2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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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이든

1.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indicating that it doesn’t matter which one is selected.

2.	‘무엇,	누구,	언제,	어디’	등의	말에	붙어서	가리지	않고	전부라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that indicates everything by combining with ‘무엇,’ ‘누구,’ ‘언제,’ ‘어디,’ etc.

1.	저는	고기든 채소든	다	잘	먹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만	낳을	거야.

2.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떠나고	싶어요.

	 꼭	공부를	잘	할	필요는	없어.	공부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하나만	잘하면	돼.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가:	커피하고	주스가	있는데	어떤	음료로	드릴까요?

	 나: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주스)

2	 가:	어머니,	음식	준비	도와드릴까요?	

	 나:	응.	한	명	더	필요하니까	이	층에	올라가서																																	 한	명만	더	내려오라고	해.	(지훈,	지연)

3	 가: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시간이	되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나:	저는																																				다	시간이	되니까	후안	씨가	편한	시간에	만나요.	(월요일,	수요일)

보기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받침	O 학생 학생이든

받침	X 의사 의사든

가: 고기를 좋아하세요? 해산물을 좋아하세요?
나: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고기든 해산물이든 다 잘 먹어요. (고기,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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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뭐 어디 언제 어느 방

1	 가:	우리	여행	계획	언제	준비하지?	평일이	좋아?	주말이	좋아?

	 나:	나는																																	 상관없어.	

2	 가:	아까	그	방하고	이	방하고	가격이	달라요?

	 나:	아니요.																																	 가격은	십오만	원이에요.		

3	 가:	이번	여름	여행은	부산으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나:	상관없어요.	민국	씨하고	가는	여행은																																		다	좋아요.	

보기 가:  선생님, 숙제를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드려요? 문자로 
연락드려요?

나: 뭐든 다 괜찮아요. 

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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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여름철	물놀이	안전	교육>

•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수영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물에서	나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안정을	되찾는다.

•		처음	가는	물놀이	장소라면	물의	깊이를	알	수	없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도	

있어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먼저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주위의	물건들(튜브,	구명조끼	등)을	이용해서	

안전	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식사한	후에는	바로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너무	오랜	시간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구명조끼	life vest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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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안전 교육 내용을 잘 지킨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person that best followed the safety instruction.

2 읽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text.

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② 처음	가는	곳에서는	물속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③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④	수영을	잘	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다음 중 물놀이 안전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을 고르세요.
 Choose the peson who does not require safety instruction when playing in water.

① 바다에	놀러가는	쯔엉

② 계곡으로	휴가를	가는	민국

③	친구들과	수영장에	가는	후안

④	공원	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는	수아

① ②

③ ④

Part 2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지난	주말에 나는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갔다.	버스를	탄	후에	친구와 

놀이기구를 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내리는	것이었다.	폭설 때문에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해 30분밖에 못 놀았다. 조금밖에 못 놀아서	아쉬웠지만	폭설에 우리가 

탄 버스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에 놀이공원에 

놀러 가게	된다면 좀 더 일찍 출발해야겠다.

재난과 구조에 대한 경험 쓰기

322    

쓰기 Writing



1 사고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Have you ever experienced or seen an accident? What kind of situation was it?

2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어요?
 How did you respond to the situation?

3 그	사고를	경험하거나	본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What did you think after experiencing or seeing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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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가을에 나는 가족과 단풍 구경을 하러 설악산에 등산을 갔다

산에서 단풍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다

단풍 구경을 못 하다, 사고 직후에 동생이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잘 받았다

우리가 탄 버스가 앞차와 사고가 나 버렸다

내년 가을에 등산을 가다, 기차를 타고 가다

동생이 의자에 머리를 부딪쳐서 구급차를 타고 근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가을에 나는 가족과 단풍 구경을 하러 설악산에 등산을 갔다.		

버스를	탄	후에	

	 니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는/은/ㄴ	것이었다.		

	

																																																																								.																			 										아서/어서	아쉬웠지만

	

은/ㄴ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게	된다면																																																									 아야/어야겠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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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13과ㆍ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14과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You can strengthen your body if you exercise



 

●	‘신체’	및	‘운동’을	나타내는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body’ and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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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던데2’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던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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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

●	-을걸					●	-던데2					

문법 Grammar

PART

01

PART

02 ●		바른	자세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proper posture.

듣기 Listening

●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warm-
up and cool-down exercises.

읽기 Reading

●		스트레칭	동작을	묘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description of a stretching 
motion.

쓰기 Writing

●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daily exercise.

말하기 Speaking

●	신체	관련	어휘
Body related vocabulary

●	운동	관련	어휘
Exercise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이라도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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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세요.

●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팔에 근육이 생겼다.

●	 등
 다리가 아파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	 뭉치다
 바닥에서 잤더니 어깨 근육이 뭉쳐서 팔을 움직이기 힘들어요.

●	 발목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걷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발목

등

신체 Body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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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깨진 유리 조각을 밟아서 발바닥을 다쳤어요.

●	 삐다
 동생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었다.

●	 손목
 손목에 시계와 팔찌를 찼어요.

●	 엉덩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더니 엉덩이가 아파요.

손목

발바닥

엉덩이

Part 114과ㆍ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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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농구를 할 때는 공을 던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	 지치다
 마라톤을 할 때 처음부터 빨리 뛰면 금방 지쳐서 오래 달릴 수 없어요.

●	 팔꿈치
 스케이트를 타기 전에 무릎과 팔꿈치에 보호대를 하세요.

●	 허벅지
 등산을 다녀오고 나서 허벅지를 마사지했어요.

허벅지
팔꿈치

신체 Body

어휘 Vocabulary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329

●	 굽히다
 한국에서는 윗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	 단계
 태권도는 배우는 단계에 따라 허리띠의 색깔이 다르다.

●	 돌리다
 손목과 발목을 돌리면서 준비 운동을 했다.

●	 동작
 춤을 완벽하게 추기 위해서 같은 동작을 여러 번 연습했다.

운동 Exercise

Part 114과ㆍ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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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다
 내 동생은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

●	 본격적
  탁구를 취미로 쳤었는데 경기에 나가고 싶어져서 본격적으로 배워 보려고 

해요.

●	 뻗다
 높은 곳에 올려놓은 물건을 꺼내려고 팔을 쭉 뻗었다.

●	 스트레칭
 축구 선수가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운동 Exercise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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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리다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서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	 펴다
 손가락을 접었다가 펴 보세요.

●	 근력 운동
 근육이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Part 114과ㆍ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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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발바닥 엉덩이 팔꿈치 허벅지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irate words.

1) 																											

3) 																											2) 																											

4) 																											 5) 																											

어휘 Vocabulary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333

2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뻗다 굽히다 돌리다 벌리다

1) 머리와	발목을																											(으)세요.

3) 두	다리를	옆으로																											(으)세요.

2) 두	팔을	위로	쭉																											(으)세요.

4) 허리를	아래로																											(으)세요.

Part 114과ㆍ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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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걸

1.	미루어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which indicates an assumption or guess.

2.	어떤	일에	대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It is a final ending which indicates repentance or regret.

1.	리사는	수업	중이라서	문자를	보내도	확인하지	못할걸.

	 샤오위	씨는	소고기를	좋아해서	불고기도	잘	먹을걸요.

	 저	아이는	교복을	입었으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걸요.

	 지금쯤이면	벌써	축제	공연이	시작됐을걸.

2.	과일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과를	많이	사	놓을걸.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을	때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낼걸.

	 동생에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참을걸.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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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정보

동사

받침	O 먹다 먹을걸

받침	X 오다 올걸

받침	‘ㄹ’ 살다 살걸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을걸

받침	X 크다 클걸

받침	‘ㄹ’ 길다 길걸

(명사)이다
학생 학생일걸

의사 의사일걸

동사

받침	O 먹다 먹을걸

받침	X 오다 올걸

받침	‘ㄹ’ 살다 살걸

문 법 Grammar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    335

9과ㆍ성격과 외모

1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몸에																																		.	(안	좋다)

2	 피곤할	때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면	피로가																																		.	(풀리다)

3	 요즘	휴가철이니까	관광지는	어느	곳이나	사람들로																																		.	(붐비다)

4	 제	기억이	맞다면	나타샤	씨	생일이																																		.	(내일이다)

1	 가:	너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	본다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나:	상태가	나빠서	치료가	오래	걸릴	것	같대.	좀	더	빨리	치료를																																		.	(받다)		

2	 가:	이번	시험에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나:	정말?	나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	(듣다)

3	 가:	어제	샤오위가	알려	준	식당에	가	봤는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

	 나:	좋았겠다.	나도	다른	약속을	미루고	너를																																		.	(따라가다)

보기

보기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밀릴걸요. (밀리다)

가: 준비한 음식이 부족해서 집들이에 온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어.
나: 나도 그랬어. 좀 더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할걸. (준비하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Part 114과ㆍ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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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데2

뒤	절과	관련하여	말하는	사람이	경험하거나	관찰한	사실을	뒤	절의	내용보다	먼저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used to say what the speaker experienced or observed related to the 
following content.

나타샤가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	돼.

요즘	사람들이	요가를	많이	배우던데	저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회사	앞에	분위기가	좋은	커피숍이	새로	생겼던데	같이	한번	가	봐요.

이	책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던데	저는	아직	안	읽어	봤어요.

예시

정의

1	 김	부장님이	사무실에																																어디에	가셨는지	아세요?	(안	계시다)

2	 저는	요가	동작이	너무																																리사	씨는	쉽게	잘	하네요.	(어렵다)

3	 저	영화는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든																																꼭	한번	보세요.	(작품이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강릉 바다가 무척 아름답던데 꼭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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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먹다 먹던데

오다 오던데

살다 살던데

형용사

작다 작던데

크다 크던데

길다 길던데

(명사)이다
학생 학생이던데

의사 의사이던데/의사던데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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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bone(s)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기다리다 약을 먹다 자세가 좋다 팔꿈치가 아프다

1	 가:	가끔	팔을	굽힐	때																																																											왜	그럴까?	

	 나:	뼈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병원에	가	보는	게	좋겠어.

2	 가:	민국아,	야구할	때	보니까	공을	던지는																																																					어떻게	연습한	거야?	

	 나:	인터넷에서	야구	선수들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연습했어.

3	 가:	사비나	씨,	요즘	식사	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나:	아뇨.	괜찮아요.	그건	약이	아니라	비타민이에요.

보기 가: 근처 분식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데 음식이 맛있나 봐. 
나: 그럼 오늘 점심은 그 분식집에 가서 먹어 보자.

Part 114과ㆍ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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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지훈아. 너 소파에 앉은 

자세가 너무 안 좋은데 

똑바로 앉아. 허리를 

굽히지 말고 곧게 세워서 

앉아야지. 왜? 난 이렇게 앉는 게 제일 

편해. 허리를 펴고 앉으면 

오히려 불편하던데.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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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가 말하는 바르게 앉는 자세를 고르세요.
 Choose the picture of “proper posture when sitting” mentioned by woman. 

2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 two talking about?

① 소파의	좋은	점 

② 허리	건강에	좋은	자세

③	좋은	의자를	고르는	법	

④	학교	과제를	빨리	하는	방법

① ②

③ ④

① 남자는	허리를	똑바로	세워	앉는	편이다.	

② 앉는	자세가	나쁘면	허리	건강에	안	좋다.

③	허리를	굽히고	앉으면	허리	건강이	좋아진다.

④	남자는	컴퓨터를	할	때	자주	움직이는	편이다.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Part 214과ㆍ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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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이라도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여럿	중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that indicates something isn’t the best, but is alright considering multiple options.

지금	밥이	없는데	배가	고프면	라면이라도	먹을래요?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우면	제주도라도	가고	싶어요.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에어컨이	고장이	났으니	당분간																																	 틀어야겠어요.	(선풍기)

2	 폭우	때문에	축구	시합이	취소돼서	집에서																																	 하려고	해요.	(축구	게임)

3	 매일	운동하는	것이	힘들면	공원에서																																	 해	보세요.	(산책)

보기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받침	O 학생 학생이라도

받침	X 의사 의사라도

전화를 할 시간이 없으면 문자라도 보내 주세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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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냉장고에	마실	만한	게	주스밖에	없어.

	 나:	지금	목이	너무	마르니까																																	 마실래.	(주스)

2	 가:	오늘	4시까지	쓰기	과제를	제출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	냈어.

	 나: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3	 가:	그	빵집에서	파는	샌드위치는	너무	맛있어서	일찍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나:	우리가	도착했을	때	샌드위치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개)

보기 가: 여보, 출근 시간에 늦어서 아침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나: 배가 고플 텐데 조금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요? (조금)

시합	match; game

14과ㆍ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342    

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사비나	씨,	항상	기운이 넘치던데	비결이	뭐예요?	전	몸이 금방 

피곤해져서	고민이거든요.

나:		그건	아마	운동이 부족해서	그럴걸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근력 운동을 했더니	지금은	몸이 쉽게 지치지 않게	

됐어요.

가:		그렇군요.	저도	헬스클럽에	다니고	싶긴	한데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시간이	안	나요.

나:		그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라도	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기만	해도	체력이 좋아진대요.

가:	그럼	그렇게라도	해	봐야겠네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제안하기

기울다	lean; inclined 대다	touch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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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운동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운동이에요?
 Have you ever exercised before? What exercise is it?

2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Do you know any exercises you can do in your daily lives? How do you do it?

3 그	운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What is good about that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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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자세가 바르다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평소에 앉는 자세가 나쁘다        요가를 배우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다

다리를 꼬고 앉다, 허리를 펴고 두 발바닥을 땅에 대고 앉다, 바른 자세가 되다

가	:	사비나	씨,	항상	자세가 바르던데	비결이	뭐예요?	전																																						

	 																																					고민이거든요.

나:	그건	아마																																																								그럴걸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지금은																																						

	 																																					됐어요.

가:	그렇군요.	저도	헬스클럽에	다니고	싶긴	한데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시간이	안	나요.

나:	그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라도	해	보세요.

	 																																						대신에																																																																		해도

	 																																					.

가:	그럼	그렇게라도	해	봐야겠네요.

보기

Part 214과ㆍ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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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올바른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방법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운동을	시작하거나	끝내면	오히려	피로가	쌓이고	근육이	뭉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운동을	하지	말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야	한다.	

준비	운동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가벼운	운동을	말한다.	

준비	운동은	세	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발목이나	

손목,	어깨,	무릎	등을	돌려	준다.	그	다음	단계로	가벼운	걷기,	뛰기	등	박자에	

따라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여	주는	리듬	운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	준다.				

마무리	운동은	운동을	마친	후에	몸을	다시	편안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마무리	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5분	정도	가벼운	뛰기를	한다.	다음으로	

준비	운동에서	했던	스트레칭을	해	준다.	끝으로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는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이	뭉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차라리	rather 내쉬다	exhale 마무리	finish; wrap up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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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무리 운동의 순서대로 그림을 맞춰 보세요.
 Match the pictures according to the cool-down exercise.

3 준비 운동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Choose what is not suitable as a warm-up exercise.

1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준비	운동을	하면	근육이	뭉칠	수	있다.

② 준비	운동은	근육이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마무리	운동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뛰는	것이	좋다.

④	마무리	운동은	몸을	편안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Part 214과ㆍ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을	못	한다고	하던데	그럴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스트레칭이라도	해	보세요.	이	스트레칭은	침대	위에서	할	수	

있고,	등과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는	동작입니다.

①	먼저	바닥에	똑바로	눕습니다.	

②	두 무릎을 90도로 굽혀 세우고 머리와 어깨는	바닥에	붙입니다.

③		그	다음	숨을	깊게	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엉덩이와 등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	자세로	30초간	유지했다가	등, 허리 순서로	내려	줍니다.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아랫배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줘야	하며	허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동작 묘사하기

짚다	grab 닿다	reach; touch

346    

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아요?	
 Do you know any stretching exercise you can do at home?

2 그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요?
 How do you do it?

3 그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에요?
 What are some precautions when doing that stretching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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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배와 허리

바닥에 두 손을 짚다, 머리와 가슴

가슴을 다시 바닥 쪽으로      팔꿈치를 살짝 굽혀 주다, 목이 어깨에 닿다       

엎드리다 두 팔을 앞쪽으로 뻗다, 허벅지와 다리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을	못	한다고	하던데	그럴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스트레칭이라도	해	보세요.	이	스트레칭은	침대	위에서	할	수	있고,	배와 허리	근육이	

강해지는	동작입니다.	

	

①	먼저	바닥에	똑바로																																																				.	

②																																																																																												는	바닥에	붙입니다.	

③	그	다음	숨을	깊게	쉬면서																																																					천천히	

																															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	자세로	30초간	유지했다가		

																																																						내려	줍니다.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하며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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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읽고 써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complete the writing assignment.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최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전거,	요가,	등산	등	다양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운동을	한다면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내다가	무거운	운동	기구를	놓쳐	버리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	너무	빨리	달리면	넘어지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등산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산을	내려올	때	

너무	빠르게	내려오다가	발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사고가	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	

중에	탈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늘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에	다쳐서	피가	많이	난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우선	깨끗한	물로	상처가	난	부위를	씻어서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침착하다	clam 부위	par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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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1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What drama/movie have you watched recently?

2 탈수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Who is the actor from the show?

3 다쳐서 피가 많이 난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해요?
 What is that person good at?

1 운동을 할 때 주로 어떤 부상을 당하기 쉬워요? 
 What kind of injuries can usually occur during exercise?

2 이런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What do you have to do in order to prevent these injuries?

3 만약 부상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해요?
 What should you do if you get an injury?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Read the text and answer the questions.

다음 질문을 바탕으로 글을 써 보세요.
Write according to the following questions.

과제Ⅰ

과제Ⅱ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화상을	입다

발목을	다치다

뼈가	부러지다

탈수	증상이	나타나다

물로	씻다

물을	마시다

냉/온찜질을	하다

상처를	압박하다

-어 버리다-는다면 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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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Stay healthy with good dietary habits



●	‘건강’	및	‘식생활’에	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health’ and 
‘dietary life.’

●		‘-는	모양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모양이다’

●	‘-는	듯’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 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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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건강	관련	어휘
Health related vocabulary

●	식생활	관련	어휘
Dietary life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는	모양이다					●	-는	듯

문법 Grammar

●		건강식품에	관한	인터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an interview 
about health products.

듣기 Listening

●	식습관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their symptoms at a 
pharmacy.

읽기 Reading

●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반성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an article about 
eating habit.

쓰기 Writing

●	약국에서	몸	상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You can talk about a person's personality and 
appearance.

말하기 Speaking

PART

01

PART

02
 

●	-다시피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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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관광객이 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	 복통
 상한 음식을 먹고 복통이 생겨서 병원에 다녀왔어.

●	 불면증
 지연이는 요즘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

●	 악화(되다)

 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어요.

●	 암
 담배를 피우면 폐에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대요.

●	 예방(하다)

 감기를 예방하려면 비타민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건강 Health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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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운동도 안 하고 밤에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체중이 늘었다. 

●	 카페인
 콜라나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해요.

●	 통증
 허리 통증이 심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	 해소하다
 사비나는 친구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	 효과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금방 나타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Part 115과ㆍ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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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하다)

 식생활을 개선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대표적
 토마토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에요.

●	 방지(하다)

 시험공부를 하는데 졸려서 졸음을 방지하는 껌을 씹었어요.

●	 불규칙
 잠을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식생활 Dietary life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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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키다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켜.

●	 식습관
 몸이 건강해지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습관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	 올바르다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야 다치지 않아요.

●	 제때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병이 잘 낫지 않아요.

Part 115과ㆍ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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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complete the sentence.

1) 병은																																치료받아야	빨리	나을	수	있어요.

2) 																														이/가	많은	음료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3) 이런	저런	일로	걱정이	많아서																															에	걸렸어요.

4) 어제	저녁을	잘못	먹었는지																															이/가	심해서	고생했어요.

복통 제때 불면증 카페인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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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말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that match with each other.

1) 

2) 

3) 

4) 

문제가	없어짐개선

몸의	무게방지

과거의	모습을	고쳐서	더	좋아지게	함체중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음해소

Part 115과ㆍ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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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양이다

다른	사실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어떤	내용을	추측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guess something based on a different fact or situation.

저	식당에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음식이	맛있는 모양이다.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바람이	세게	부는 모양이에요.

옆집에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이사를 간 모양이다.

지수가	웃고	있는	걸	보니	시험을	잘 본 모양이다.

저	사람이	가방을	정리하는	걸	보니	일어날 모양이에요.

예시

정의

동사,	형용사,	명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djectives, and nouns.정보

현재 과거 미래

동사

받침	O 먹다 먹는	모양이다 먹은	모양이다 먹을	모양이다

받침	X 오다 오는	모양이다 온	모양이다 올	모양이다

받침‘ㄹ’ 살다 사는	모양이다 산	모양이다 살	모양이다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은	모양이다

받침	X 크다 큰	모양이다

받침‘ㄹ’ 길다 긴	모양이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모양이다

명사

학생
학생인	

모양이다

의사
의사인	

모양이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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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be absent from work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구름이	많고	습한	걸	보니	비가																																								.	(오다)

2	 내일	잘	꾸미고	오라고	하는	걸	보니	사진을																																								.	(찍다)

3	 대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	밥을	다																																								.	(먹다)

4	 친구가	아직까지	안	일어나는	걸	보니	어제	늦게																																								.	(자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1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고기를																																								.	(굽다)

2	 민국	씨가	오늘도	결근을	했는데	많이																																								.	(아프다)

3	 ‘사비나	씨’하고	부르는데	저	사람도	대답하는	걸	보니	저하고	이름이																																								.	(같다)

보기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까 집에 누가 있는 모양이에요. (있다)

신발이 없는 걸 보니 밖에 나간 모양이에요. (나다)
아직까지 안 자는 걸 보니 밤새 공부할 모양이에요.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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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

앞에	오는	말이	뒤의	내용과	비슷하거나	뒤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is similar to the following content or is in a 
state or situation where the following content can be predicted.

오늘	아침	뉴스에서	신입	아나운서가	긴장을	했는지	책을	읽는 듯	말을	했다.	

갑자기	배가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팠다.

밖에서	싸우는 듯이	큰	소리가	나서	잠이	깼어요.

지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앉아	있었다.

쯔엉은	몹시	두려운 듯	몸을	덜덜	떨었다.

예시

정의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and adjectives.정보

동사

받침	O 먹다 먹은	듯

받침	X 오다 온	듯

받침‘ㄹ’ 살다 산	듯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은	듯

받침	X 크다 큰	듯

받침‘ㄹ’ 길다 긴	듯

있다,없다 재미있다 재미있는	듯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나뭇가지가	춤을																																					바람에	흔들렸다.

2	 대한이가	할	말이																																					나를	쳐다봤다.	

3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인사해서	저도	따라	인사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보기  지훈이가 마치 자는 듯이 한참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자다 알다 있다 추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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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니까	어땠어요?

	 나:	친구들을	오랜만에	보니	처음																																					어색했어요

2	 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나:	멀미가																																					속이	안	좋고	어지러워요.	

3	 가:	미카	씨.	대한	씨	어디	간대요?	여행을																																					가방을	가지고	가던데요.	

	 나:	네.	친구들하고	2박	3일	여행	다녀온다고	했어요.	

보기 가: 후안 씨, 사비나 씨가 사고난 거 알고 있었어요? 
나: 아니요. 사비나 씨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나다 없다 만나다 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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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건강에도 좋고 먹기 간편한 

녹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식품은 무엇입니까?

효능	efficacy 충치	cavity 기억력	memory
바이러스	virus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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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What are the two talking about?

2 다음 중 어떤 사람이 녹차를 안 마셔야 해요?
 Which person should not drink green tea?

① 혈압이	높은	사람 

② 감기에	걸린	사람	

③	불면증이	있는	사람

④	입	냄새가	나는	사람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녹차를	마시면	피로가	풀린다. 

② 녹차가	건강에	좋은	건	요즘에	알려진	사실이다.

③	녹차가	몸에	좋은	이유는	카페인이	많기	때문이다.

④	녹차는	몸에	좋지만	먹은	후에	입	냄새가	나서	안	좋다.	

① 건강식품 

② 운동	방법

③	다이어트	방법

④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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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다시피

1.	상대방이	이미	알거나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indicates that the other person already knows or feels something.

2.	앞	말의	상태나	행위에	가까움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that indicates it is close to the state or action of the preceding content.

1.	모두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	일이	너무	많아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급해서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다.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동사,	‘있다‘,	‘없다’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 ‘있다’ and ‘없다.’정보

동사
먹다 먹다시피

오다 오다시피

있다,	없다 있다시피

들었다 보시다 알다 말씀드리다

1	 후안	씨도																																			 제가	요즘	많이	바빴어요.	

2	 제가	항상																																			 계속	술을	드시면	건강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3	 다들	어제																																			 오늘부터	점심시간이	열두	시에서	한	시로	바뀝니다.	

보기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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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살다 만나다 세우다 도망가다

1	 가:	얼굴이	많이	안	좋네.	요즘	많이	바빠?

	 나:	일이	많아서	일주일동안	거의	매일	밤을																																			 했어.

2	 가:	민국	씨,	요즘	시험	때문에	바쁘죠?

	 나:	네,	시험	공부하느라고	도서관에서	거의																																			 하고	있어요.

3	 가:	샤오위	씨.	언제	이렇게	한국어	실력이	늘었어요?	

	 나:	요즘	한국인	친구를	매일																																			 하면서	한국어를	연습했거든요.

보기 가: 지하철역에서 넘어졌다면서요? 괜찮아요?
나: 다치지는 않았지만 너무 창피해서 도망가다시피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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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나: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 아파서요.		바늘로	찌르는	듯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대요.	누워만	있는	게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가: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랬대요?

나: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가:	복통이 심하고 설사를 하면 일단 음식을 드시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약을	드릴	테니	다	드신	후에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해	주세요.

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약국에서 건강 문제 이야기하기

복통	Stomachache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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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이	아픈	적이	있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Has anyone in your family ever got sick? Where did they get sick?

2 그때	몸	상태가	어땠어요?
 How did they feel then?

3 약사에게	가족의	몸	상태에	대해	말해	보세요.
 Tell the pharmacist about the state of your sick famil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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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아내가 아프다

예전부터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요즘 더 통증이 심해졌다

무릎 통증이 심하다, 너무 많이 움직이다   

무릎이 아프다, 잘 걷지 못 하겠다    

가: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나: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아파서요.	바늘로	찌르는	듯이																																	

	 																																													대요.	누워만	있는	게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가: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랬대요?

나:																																																																																																																					고	했어요.	

가:																																															면																																																									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약을	드릴	테니	다	드신	후에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해	주세요.

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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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일상	때문에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의	못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야식을	자주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식생활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만	바꿔도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생긴	병도	더	악화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이	불균형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합니다.	국을	먹을	때	국물은	마시지	않고	건더기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과식을	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야식	late-night meal 악화	deteriorate; worsen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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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Who has good eating habits?

① 한	번에	많이	먹는	후안 

② 국을	먹을	때	국물만	먹는	가영

③	바빠서	거의	식사를	못	하는	샤오위

④	소금을	적게	넣어	음식을	싱겁게	먹는	리사

3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현대인들은	좋은	식습관을	많이	갖고	있다. 

②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야식을	자주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

③	식습관을	바꾸면	이미	생긴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할	수	있다.

④	이미	건강이	나빠진	사람은	식습관을	바꿔도	좋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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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올바른	식습관 

② 건강에	좋은	음식

③	현대인의	바쁜	일상	

④	병을	악화시키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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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밥을 빨리 먹는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잘 

씹지 않고 삼킨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밥을 먹을	때 항상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밥을 먹은 후에 소화가 잘 안 됐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매운 음식을 적게 

먹었는데도	여전히	소화가 안 됐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짧은 시간에 쫓기는	

듯이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잘 씹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나쁜	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야겠다.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반성하는 글쓰기

370    

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나쁜	식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Do you have any bad eating habits? If so, what is it?

2 그	식습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Did any problems occur due to the bad habit?

3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거예요?	
 What will you do to change that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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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음식을 짜게 먹다   

목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다 

물을 많이 마셨다, 목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다    

물을 적게 먹어서 그런 줄 알다

음식에 소금이 하나도 없다, 소금을 더 넣어 짜게 먹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 소금을 더 달라고 해야 하다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다

나는	음식을 짜게 먹는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을	때.		

																																																												다.	그리고																																																			을	때	항상	

																																																													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	

처음에는																																																																																										다.	그런데	

																																																는데도	여전히																																																																				 .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는	듯이	

																																																					것이	문제였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나쁜	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야겠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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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과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Wash your hands thoroughly when you get home



 

●	‘위생’	및	‘감염’에	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hygiene’ and 
‘infection.’

●	‘-어	대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어 대다’

●		‘으로	인하여’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으로 인하여’

●		‘-는다거나2’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는다거나2’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어	대다					●	으로	인하여					

문법 Grammar

PART

01

PART

02 ●		독감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influenza

듣기 Listening

●	기침	예절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he text about 
coughing etiquette.

읽기 Reading

●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 notice for preventing infection.

쓰기 Writing

●	위생	관리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how to maintain their 
hygiene.

말하기 Speaking

●	위생	관련	어휘
Personality related vocabulary

●	감염	관련	어휘
Appearance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는다거나2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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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다
 젖은 수건을 빨랫줄에 걸어 햇볕에 말렸다.

●	 먼지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더니 책장 위에 먼지가 하얗게 쌓였다.

●	 살균(하다/되다)

 그릇을 끓는 물에 삶아서 살균해 주는 것이 좋다.

●	 소독(하다/되다)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소독을 해야 한다.

●	 수도꼭지
 수도꼭지를 잠갔는데도 물이 뚝뚝 떨어져서 수리 기사를 불렀다.

위생 Hygiene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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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되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강이 오염되어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

●	 위생적
 외출 후에 손을 깨끗이 닦는 것이 위생적이다.

●	 음식 찌꺼기
 설거지를 한 후에 음식 찌꺼기를 모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	 제거(하다/되다)

 커피 가루를 냉장고에 넣어 두면 습기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	 조리(하다/되다)

 간장으로 닭고기를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Part 116과ㆍ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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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되다)

 체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	 눈병
 눈병에 걸려서 눈이 빨개졌어요.

●	 발열
 발열 증상이 심해서 온몸이 뜨겁다.

●	 수칙
 기숙사에서 여러 사람과 잘 지내려면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한다.

●	 식중독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배가 무척 아프다.

●	 예방 접종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 접종을 했다.

감염 Infection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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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되다)

 동생에게 전염돼서 저도 눈병에 걸렸어요.

●	 접촉(하다/되다)

 이 병은 환자와 접촉해도 옮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침
 엄마가 손수건을 꺼내 침을 흘리는 아기의 입을 닦아 주었다.

●	 퍼지다
 부엌에서 형이 끓이는 김치찌개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다.

●	 마스크를 착용하다
 날씨가 추워서 털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했다.

Part 116과ㆍ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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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발열 소독 전염 제거

1) 아기가	갖고	노는	장난감은																																		을/를	자주	해야	해요.

2) 독감에	걸리면	몸이	뜨거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3) 티셔츠에	묻은	얼룩이	비누로																																		되지	않아서	세탁소에	맡겼다.

4) 눈병에	걸리면	함께	사는	가족에게																																		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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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1) 

2) 

3) 

4) 

살균을	하다고기나	야채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다

수칙을	지키다병을	막기	위해	미리	

주사를	맞다

음식을	조리하다물건을	끓는	물에	넣어서

나쁜	균을	없애다

예방	접종을	하다정해진	규칙들을	잘	

이해하고	따르다

Part 116과ㆍ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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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다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계속	반복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the repetition of a certain movement or action.

동생은	매일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사 댄다.

누나는	나에게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해 대요.

어젯밤에	룸메이트가	옆에서	자꾸	떠들어 대서	잠을	못	잤다.

예시

정의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ㅏ,	ㅗ 오다 와	대다

ㅏ,	ㅗ	X 먹다 먹어	대다

하다 공부하다 공부해	대다

1	 주문한	음식이	나오니까	친구가	사진을	몇	장이나																																		.	(찍다)

2	 기숙사	룸메이트가	공연	연습을	한다고	밤낮으로	노래를																																		.	(부르다)

3	 동생은	깔끔한	성격이라서	청소를	할	때	같은	곳을	몇	번이나																																		.	(닦다)

보기 친구가 감기에 걸렸는지 자꾸 기침을 해 대요. (하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잔소리	nagging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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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ㆍ성격과 외모

1	 가:	나는	저녁을	먹어도	출출해져서	밤마다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어.

	 나:	그렇게	자주	밤에	음식을																																		(으)면	건강에	안	좋대.

2	 가: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더니	재미있게	보고	왔어?

	 나: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	다리를																																		아서/어서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어.

3	 가:	엄마,	이	인형을	꼭	갖고	싶은데	사	주시면	안	돼요?

	 나:	이미	많잖아.	이번에는	아무리																																		아도/어도	안	돼.	

보기 가: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너무 가려워요.
나: 그럼 손으로 눈을 비벼 대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도록 하세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먹다 떨다 비비다 조르다

가렵다	itchy 출출하다	hungry 조르다	beg

Part 116과ㆍ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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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앞	말의	행동이나	상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which indicates the action or situation of the preceding content is the cause or 
reason for the following content.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에어컨	판매가	증가하였다.

지나친	흡연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는	직장인들이	많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예시

정의

1	 강한	바람과																																																									산불이	날	위험이	높아졌다.	(건조한	날씨)

2	 현대인들의	지나친																																																									쓰레기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3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빵집은																																																									손님이	늘었다.	(텔레비전	방송)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그 축구 선수는 다리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경기에 뛸 수 없게 되었다. 
(다리 부상)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받침	O	 학생 학생으로	인하여

받침	X 의사 의사로	인하여

받침	‘ㄹ’ 교실 교실로	인하여

흡연	smoke 졸음	sleepiness 일회용품	disposable products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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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김세종	기자를	연결해서	제주도의	날씨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나:	현재	제주도는	계속되는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2	 가:	여름철에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음식을	잘	익혀	먹어야																																																										식중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	

3	 가:	직장인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나:	몸에	다른	이상이	없다면	업무	중																																																										두통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보기 가: 시청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부주의)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부주의	care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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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그런데 전염이 잘 되는 

독감이라서 주의해야 된대. 

많이 아팠겠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독감에 

걸리지 않게 손을 자주 

씻으라고 했잖아.

온몸	full body 응급실	emergency room 손끝	fingertips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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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는 왜 남자가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Why did the woman think the man caught the influenza?

① 병원에	안	가서 

② 목욕을	자주	해서

③	손을	잘	안	씻어서	

④	예방	접종을	안	해서

2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남자는	독감	예방	접종을	했다.

② 여자는	점심	식사	모임에	안	갔다.

③	여자는	새벽에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④	남자가	걸린	독감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

3 손을 씻을 때 가장 씻기 어려운 곳을 고르세요.
 Choose the area that is often overlooked when washing the hands. 

Part 216과ㆍ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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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는다거나2

(‘-는다거나’를	한	번	이상	사용하여)	‘-는다거나’로	연결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말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one out of various actions, states, or subjects connected 
with ‘-는다거나’ (by using ‘는다거나’ more than once).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못	한다거나	오늘까지	말씀해	주세요.

미리	어떤	음식을	잘	먹는다거나	못	먹는다고	하면	입맛에	맞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성적인	편이라서	그런지	좋다거나	싫다고	하지	않는다.

제가	그린	그림이	잘	그렸다거나	별로라거나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초등학생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보통	연예인이라거나	운동선수라고	

대답해요.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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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받침	O 먹다 먹는다거나

받침	X 오다 온다거나

받침	‘ㄹ’ 살다 산다거나

형용사

작다 작다거나

크다 크다거나

길다 길다거나

(명사)이다
받침	O 학생 학생이거나

받침	X 의사 의사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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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가족과	의논을	한	뒤에	수술을																																안	받는다고	간호사에게	알려	줘야	한다.	(받다)

2	 이거	내가	만든	떡볶이인데	먹어	보고																																맛없다고	솔직히	평가해	줘.	(맛있다)

3	 	술이나	탄산음료를																																못	마신다고	말해	주면	제가	적당한	음료를	골라서	사	갈게요.		

(마시다)

1	 아기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등의	의사	표현을	우는	것으로	대신한다.

	 (배고프다,	먹기	싫다)

2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도	항상																																																					말하면서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려요.

	 (회의이다,	운전	중이다)

3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보기 어린 아이들은 솔직해서 뭐든 확실하게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고 한다. 
(좋아하다)

제가 쓴 여행 일정을 보고 괜찮다거나 별로라거나 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말해 주세요. (괜찮다, 별로이다)

탄산음료	soda 의사	mind;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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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	엄마.	주방 청소	다	했어요.	거실	청소	끝났으면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	와,	깨끗하게	잘했네.	그런데	싱크대도	청소했지?	

가	:	특별히	청소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이나	물을 뿌려	줘서	깨끗할걸요.

나	:		물만 뿌려	대는	건	별로	위생적이지	않아.	싱크대는	물을 많이 써서	

습하기	때문에	세균이 잘 자란대.	그래서	다른	곳보다	더	청결하게	

관리해야	돼.	우선	싱크대 전체를 세제로 잘 닦아	줘.	그리고	싱크대 

거름망을 빼서 끼어 있는 음식 찌꺼기를 솔로 제거하도록 해.	마지막으로	

싱크대 수도꼭지는 살균제를 뿌려서 소독해야	돼.

집안 위생 관리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싱크대	sink 세제	detergent 거름망	filter
솔	brush 살균제	disinfectant 털다	dust off
매트리스	mattress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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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집을	청소할	때	어디를	신경	써서	청소해요?
 What do you care the most when cleaning your house?

2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Why is that?

3 그곳을	어떤	방법으로	청소해야	돼요?
 What method do you use to clean tha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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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침실 청소

침대, 사람이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다, 진드기가 잘 생기다

침대 이불을 털다     이불만 털다      

이불을 햇볕에 말리다    매트리스 커버를 벗기다, 뜨거운 물로 세탁하다    

매트리스 위에 쌓인 먼지를 청소기로 제거하다

가:	엄마.	침실 청소	다	했어요.

나:	와,	깨끗하게	잘했네.	그런데																													도	청소했지?	

가:	특별히	청소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이나																																					줘서	깨끗할걸요.

나:																																대는	건	별로	위생적이지	않아.																						는																																	

	 																																습하기	때문에																																													.	그래서	다른	곳보다	더

	 청결하게	관리해야	돼.	우선																																														줘.	그리고																																	

	 																																																																																																								해.	마지막으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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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을 막는 기침 예절

감기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의	침을	통해	전염된다.	감기에	걸린	사람의	

침	속에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침으로	인해	튀어나온	

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면	바이러스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기	바이러스가	더	많은	곳으로	퍼지게	될	수	있다.	기침을	할	때	손으로	

가리면	튀어나온	침방울이	손바닥에	묻게	된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문손잡이를	만져	대거나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면	바이러스가	이곳저곳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기침이	나올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만약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팔을	들어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한다.	그리고	기침이	계속	나온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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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침 예절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coughing etiquette.

3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 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감기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description of the contagion of the influenza virus.

① 기침할	때	손으로	입을	가려도	바이러스가	퍼진다.

② 기침을	하면	몸속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③	감기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의	피부로	들어가서	전염된다.

④	침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① 계속	기침이	나오면	마스크를	쓴다.	(																					)	

② 기침이	나올	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																					)

③	휴지가	없을	때는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한다.	(																					)

침방울	spit; saliva 튀어나오다	splash; sp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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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일상생활에서	많이	걸리는	감염병으로	눈병이	있다.	이	병에	감염되면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계속 나게 된다.	눈병은	주로	바닷가나 수영장 등에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전염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둘째,	더러운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벼 대지 않도록 한다.	셋째,	개인 물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사용한 수건을 반드시 뜨거운 물에 

살균하고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감염 예방 수칙 안내문 쓰기

의심	suspicion 진찰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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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어떤	감염병을	알고	있어요?	그	감염병의	증상이	어때요?
 What kinds of contagious diseases do you know? What are its symptoms?

2 그	병에	감염되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What is the reason for getting the disease?

3 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수칙이	무엇이에요?
 What do you have to do to prevent th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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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바이러스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감염되다      

여러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다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을 끓여 마셔야 하다

음식을 만지거나 조리하지 말다

발열이 계속되다, 설사를 하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걸리는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다.		

이	병에	감염되면																																																																																																				된다.	

																																		 					은	주로																																																			인해																																	.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둘째,										 							

																																																																																																		.	셋째,		

																																																																																																									않는다.	

만약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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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읽고 이야기해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practice speaking.

▶ 김치에 대해 뭐든지 물어 보세요 ◀

1. 김치는 배추로만 만들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채소가	김치	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김치로	만들지	못하는	채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무로	만든	깍두기나	동치미,	오이로	만든	오이김치,	파로	만든	파김치	

등	재료에	따라서	김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2. 김치는 건강식품이지요?

맞습니다.	김치는	배추,	무,	고추,	파,	마늘,	생강	등으로	만드는데	이러한	

재료에는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즐겨	먹으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익으면서	

생기는	유산균으로	인해	김치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3. 김치가 독감 감염을 예방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김치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보니	

바이러스	감염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김치와	감염	예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치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깍두기	sliced radish kimchi 동치미	radish water kimchi 칼슘	calcium
유산균	lactobacillus 확신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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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1	 김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bout kimchi.

	 ①	김치는	건강식품이	아니다.	 ②	김치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③	김치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다.	 ④	김치가	독감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	 김치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What are the benefits of eating kimchi?

1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강식품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Are there any healthy foods you know? What are they?

2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What effects does it have?

3	 그밖에	그	음식에	대해	알려	주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 want to tell us about that food? What is it?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and answer the questions.

질문에 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과제Ⅰ

과제Ⅱ

과제Ⅱ 를 활용하여 건강식품에 대한 글을 써 보세요.
Use “Assignment 2” to write about healthy foods.

과제Ⅲ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감염(되다)

다양하다

방지하다

예방하다

풍부하다

건강식품

바이러스

비타민

암

효과적

-는 모양이다-다시피 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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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과

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잠을 못 자요
I can’t sleep because I keep waking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	‘질병’과	‘치료’에	관련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diseases’ 
and ‘treatment.’

●	‘-나	싶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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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통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통에’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질병	관련	어휘
Disease related vocabulary

●	치료	관련	어휘
Treatment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나	싶다					●	-으려야				

문법 Grammar

●		스트레스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stress.

듣기 Listening

●		병의	특징과	예방법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diseases and prevention methods.

읽기 Reading

●		특별한	치료	경험에	대해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a special treatment 
experience.

쓰기 Writing

●	질병	원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the causes of diseases.

말하기 Speaking

PART

01

PART

02
 

●	-는	통에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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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럽다
 모기에 물린 데가 아주 간지러워요.

●	 근육통
 운동을 3시간 동안 했더니 근육통이 생겨서 팔하고 다리가 아파요.

●	 몸살
 몸살이 나서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	 부러지다
 태풍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길에 떨어져 있어요.

●	 쑤시다
 어제 등산을 했더니 무릎이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질병 Diseases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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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추운 곳에 오래 있었더니 감기 증상이 심해졌어요.

●	 질병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토하다
 어젯밤에 밤새 토하고 설사도 했어요.

●	 피부병
 피부병 때문에 가려워서 긁었더니 피부가 빨개졌어요.

●	 현상
 여름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Part 117과ㆍ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잠을 못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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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
 우리 옆집 아저씨는 치료가 힘든 말기 암 환자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	 변화(하다)

 9월에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	 보건실
 수업 시간에 배가 아파서 보건실에 가서 누워 있었다. 

●	 부작용
 약을 개발할 때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불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요.

●	 불확실(하다)

 많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한다.

치료 Treatment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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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하다)

 친구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갔어요.

●	 중독(되다)

 담배나 술을 끊기 힘든 이유는 중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	 진료(하다)

 사비나는 2시에 진료를 예약해서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	 처방(하다)

 이 약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	 초기
 임신 초기에는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Part 117과ㆍ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잠을 못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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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1) 이	약은	의사선생님께																																								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약이에요.

2) 의사가	환자에게	병의																																								을	물어보면서	진료를	해요.

3) 환경이	오염되면서	기온이	오르는																																								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4) 	해외에	갈	때는	위험한																																								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좋아요.

질병 증상 처방 현상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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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말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and descriptions that match with each other. 

1) 

2) 

3) 

4) 

할	수	없음사망

사람이	죽음근육통

근육이	아픈	것불가능

피부에	생기는	병피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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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싶다

앞	말의	내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다소	주관적이거나	불확실하다고	여김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the subjective feeling or uncertainty of the person talking 
about the preceding content.

오늘같이	더운	날에도	사람들이	밖에	나가나 싶다.

친구가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는	걸	보고	누가	저렇게	공부하나 싶었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통과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매일	그	노래만	듣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싶다.

발표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싶다.

팔이	잘	안	들어가는	걸	보니	아무래도	옷이	좀	작나 싶다.

아이가	나에게	뛰어와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런	게	행복인가 싶었다.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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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먹다 먹나	싶다

오다 오나	싶다

살다 사나	싶다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은가	싶다

받침	X 크다 큰가	싶다

받침‘ㄹ’ 길다 긴가	싶다

있다,	없다 재미있다 재미있나	싶다

(명사)이다
학생 학생인가	싶다

의사 의사인가	싶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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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가:	와,	이거	정말	작네요.	

	 나:	그러게요.	이런	걸	어떻게																																								어요.

2	 가: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나:	아니요.	처음에는	좀																																								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3	 가:	어제	새벽에	옆집	사람	노랫소리	들었어?		

	 나:	응.	잠깐	부르다가																																								었는데	밤새	노래를	부르더라고.	

보기 가: 저 사람들 너무 시끄럽지 않아?
나: 그러게. 너무 시끄러워서 언제 나가나 싶어. 

1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지훈	씨는	왜	안																																								어요.

2	 시험공부를	이렇게	조금	해도																																								어	걱정이다.	

3	 그것을	보고	이게																																								어서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4	 가영	씨가	어제	선생님께	혼나서	오늘은	일찍																																								었어요.

보기 아직 할아버지가 안 오셨는데 우리가 먼저 밥을 먹어도 되나 싶어요.

되다 먹다 사실 오다 괜찮다

말다 적다 나가다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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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야

(주로	‘-을	수가	없다’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을	할	의도가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an intention to do something but cannot do it in the end (usually used 
along with ‘-을 수가 없다’)

떡볶이가	너무	매워서	먹으려야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영화는	너무	슬퍼서	울지	않으려야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믿으려야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여행을	가려야	갈	수가	없어요.

예시

정의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받침	O 먹다 먹으려야

받침	X 오다 오려야

받침‘ㄹ’ 살다 살려야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	/	앉다	/	앉을	수가	없다.

	 →																																																																																	 													.

2	 그	식당은	워낙	유명하다	/	모르다	/	모를	수가	없다.

	 →																																																																																 														.

3	 내일	결혼식	때문에	긴장되다	/	잠을	자다	/	잘	수가	없다.	

	 →																																																																																		 												.

보기 땀을 많이 흘리다 / 샤워를 안 하다 / 안 할 수가 없다
→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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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이	정도만	다친	게	다행이다.	어쩌다가	그랬어?

	 나: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서																																																									았어/었어.

2	 가:	강아지한테	간식을	그렇게	자주	주면	안	돼.

	 나:	옆에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간식을																																																						아/어.

3	 가:	아까부터	전화했는데	왜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나:	오늘	회의	때문에	바빠서	전화를																																																							았어요/었어요.

보기 가: 너 요즘 쇼핑 자주 하더라. 
나:  살이 빠지고 나니까 갖고 있던 옷이 전부 안 맞아서  

입으려야 입을 수가 없어. 

하다 안 주다 입다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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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육아	child raising

왜요? 미카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아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요.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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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카가 몸살이 난 이유를 고르세요. 
 Choose the reason why Mika got sick

2 미카 씨의 증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what is not Mika’s symptoms.

① 머리가	아프다. 

② 온몸이	쑤신다.

③	스트레스가	있다.

④	피부가	간지럽다.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지연이	어머니와	대한은	자주	만난다. 

② 미카는	회사	일이	많아서	몸살이	났다.

③	아이가	두통이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잔다.

④	대한은	미카의	약을	사러	약국에	가고	있다.

① 이사를	하느라고 

② 약국에	가느라고

③	새벽에	출근을	하느라고

④	지연이	어머니를	만나느라고

Part 217과ㆍ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잠을 못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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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는 통에

앞에	오는	말이	뒤에	나오지	않은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일임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that the preceding content influenced the following result 
that did not take place.

아이가	엄마를	찾는 통에	미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통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빨리	내라고	하는 통에	이름	쓰는	걸	깜빡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오는 통에	야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먹다 먹는	통에

오다 오는	통에

살다 사는	통에

1	 																																																																																																																		 										.

2	 																																																																																																																			 									.

3	 																																																																																																																					 							.

보기 점심시간에 손님이 계속 오는 통에 쉴 시간이 없었어요.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보기 점심시간에 손님이 계속 오다

산불이 자주 나다 제대로 못 잤다

전화가 울려 대다 쉴 시간이 없었다

그 산에 남아 있는 나무가 얼마 없다친구가 밤새 코를 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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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짖다 하다 고장 내다 먹어 대다

1	 가:	음식이	하나도	안	남았네.

	 나:	애들이	많이																																			 준비한	음식이	하나도	안	남았어.	

2	 가:	이번에	이사	간	집은	좋아요?

	 나:	집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공사를																																			 너무	시끄러워요.	

3	 가:	지훈	씨,	컴퓨터를	또	바꿔요?

	 나:	지연이가	컴퓨터를	자꾸																																			 올해만	두	번째	바꾸는	거예요.	

보기 가: 미카 씨, 시험공부 좀 했어요?
나: 아니요. 옆집 개가 계속 짖는 통에 하나도 못 했어요.

17과ㆍ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잠을 못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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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가영아.	너	여기 피부가	왜	그래?

나:	어제	수영장에 다녀왔는데 피부에 뭐가 나.

가:	어떡해.	얼른	병원에	가	봐야겠다.

나:	응,	그런데	수영장에 다녀왔는데	왜	피부병이 생겼을까?

가:		잠깐만	내가	인터넷에	한	번	찾아볼게.	(잠시	후)	수영장 물은 항상 소독을 

하는데 소독약이 섞여 있는 물에서 수영을 하면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

나:	뭐?	정말?	나는	피부가 약한데	이제	걱정돼서	수영장에 못 가겠다.

가:		잠깐만.	수영을 다 한 후에 꼼꼼하게 샤워를 하면	문제가	없대.	너	샤워 안 

하고 나왔어?

나:		리사하고 같이 갔는데 리사가 빨리 나오라고 하는	통에	꼼꼼하게 

씻으려야 씻을	수가	없었어.	

가:	어쩐지.	다음부터	꼼꼼하게 샤워하면	문제없을	거야.

질병에 걸린 경험 말하기

섞이다	mix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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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몸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Were you ever sick? Where were you sick?

2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What was the cause of the sickness? How did you find out about it?

3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do you have to do in order to not get the diseas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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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얼굴 배가 아프다

냉동식품은 먹기 간편하고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잘못 보관하면 상하다

음식 관리를 잘 못하다     

한 번 녹은 냉동식품을 다시 얼리지 않고 빨리 먹다     

바로 먹으려고 냉장고에서 꺼내 놨다

냉장고에서 꺼낸 후에 바로 먹다

냉동식품 못 먹다

바로 안 먹다

손님이 갑자기 오다 바로 먹다 먹다

냉동 음식을 먹었다      배가 조금 아프다    냉동 음식을 먹었다

가:	가영아.	너	여기	얼굴이	왜	그래?

나:	어제																																							는데																																							.

가:	어떡해.	얼른	병원에	가	봐야겠다.

나:	응,	그런데																																							는데	왜																																							까?

가:	잠깐만	내가	인터넷에	한	번	찾아볼게.	(잠시	후)																																							

	 																																																																																															을	수도	있다고	하네.

나:	뭐?	정말?	나는																																									는데	이제	걱정돼서																																							겠다.

가:	잠깐만.																																														면	문제가	없대.	너																																								있어/었어.

나:																																										는데																																			는	통에																																				(으)려야

																																													수가	없었어.	

가:	어쩐지.	다음부터																																																																									(으)면	문제없을	거야.

보기

Part 217과ㆍ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잠을 못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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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해마다	한국	인구	5명	중	1명은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은	말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쉽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려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암에	걸리는	원인은	흡연,	음주,	대기	오염,	바이러스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암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낸다.	예를	들어	상처가	생기면	낫지	않는	것,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오랜	기간	기침을	하는	것,	갑자기	피가	나는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이자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사망 원인 순위

158.2

60.4
1	악성신생물(암)

2	심장	질환

3	폐렴
4	노혈관	질환

5	고의적	자해(자살)

6	당뇨병

7	알츠하이머병

8	간	질환

9	만성	하기도	질환

10	고혈압성	질환

원인 사망률(10만명당	사망자	수)

45.1

42.0

26.9

15.8

13.1

12.7

12.0

11.0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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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danger signal that is not sent by the body.

2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① 한국인은	암에	대한	걱정이	없다. 

② 암은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	1위이다.	

③	암에	걸리기	직전에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낸다.

④	바이러스는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3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topic of this article.

① 암의	발생	시기

② 암	환자	치료법

③	한국인의	사망	원인

④	암의	특징과	예방법

① 최근에	코피가	자주	난다. 

② 하루나	이틀	정도	기침을	한다.

③	소화가	되지	않아	식사량이	줄었다.	

④	상처가	생긴	후에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	

Part 217과ㆍ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잠을 못 자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얼마	전부터	졸업 후의 진로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	우울한	마음이	

자꾸	커지는	통에	혼자	해결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우울증인가	싶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큰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다.	상담	

선생님은	나에게	인사를	하더니	종이에 집과 나무, 그리고 가족을 그려	

보라고	했다.	내가	그림을 다 그리자	상담	선생님은	나의	그림을	보면서	나의	

심리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림을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 쓰기

416    

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스트레스나	병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received consultation or treatment due to stress or a disease?

2 치료나	상담	과정은	어땠어요?	
 How was the process of the treatment or consultation?

3 치료나	상담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What happened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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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업무 스트레스

연주를 끝내다

웃고 있는 얼굴 변화가 생겼다 악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

해보고 싶은 악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연주하다     

여러 가지 악기

얼마	전부터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	우울한	마음이	

자꾸	커지는	통에	혼자	해결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우울증인가	싶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큰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가	놓여	있었다.		

상담	선생님은	나에게	인사를	하더니	

																																																																	아/어	보라고	했다.	내가	

																																												자	상담	선생님은	나의																																										을		

보면서	나의	심리	상태에	어떤																																																								 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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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과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I miss the school days after graduating



 

●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school life’ 
and ‘education.’

●	‘-고	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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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의하여’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에 의하여’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고	보다					●	-기에					

문법 Grammar

PART

01

PART

02 ●		대학	진학에	대해	상담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consultation on applying for university.

듣기 Listening

●		학생이	바라는	교육	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survey results on 
the level of education that students want.

읽기 Reading

●		학교	교육	이후의	배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learning in post-secondary 
institutions.

쓰기 Writing

●		학교생활	중에서	중요한	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what is important in school 
life.

말하기 Speaking

●	학교생활	관련	어휘
School life related vocabulary

●	교육	관련	어휘
Education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에	의하여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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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과학 수업을 듣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교재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나에게 ‘세종한국어’ 교재를 추천해 줬다.

●	 기말고사
 이번 학기 마지막 시험인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	 깨닫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담임
 이번에 2학년 3반을 맡은 담임 선생님은 무척 친절하시다.

●	 발표회
 우리 동아리는 발표회에서 댄스 공연을 했다. 

학교생활 School life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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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표
 시험 성적이 나빠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표를 보여 주기가 부끄럽다.

●	 실시하다
 보건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다.

●	 입시
 내 동생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	 재학생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재학생은 모두 200명이다.

●	 중간고사
 오늘 공부한 내용까지 다음 주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Part 118과ㆍ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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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다/되다)

 선생님께서 수학 시간에 중요한 공식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어.

●	 교양
 교양이 있는 사람은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수준
 과학 기술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진다.

●	 암기(하다)

 나는 한국어 단어를 매일 스무 개씩 암기하고 있다.

●	 유리하다
 농구는 팔과 다리가 긴 사람에게 유리한 운동이다.

교육 Education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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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인격이 훌륭한 분이시다.

●	 지도(하다)

 배구 선수였던 어머니는 지금은 학교 배구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신다.

●	 지식
 나는 독서를 하면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

●	 평생
 할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Part 118과ㆍ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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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교재 담임 입시 성적표

1) 학생들은	자신의																																		을/를	받아	중간고사	점수를	확인했다.	

2) 형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을/를	준비하고	있다.

3) 새	학기	수업에서	사용하는																																		은/는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할	수	있다.

4) 나는	독감으로	학교에	결석하게	되어	우리	반																																		선생님께	미리	연락드렸다.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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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지도 유리 암기

1) 가:	어떻게	하면	쉽게	취직할	수	있을까요?

 나:	자격증을	많이	따면	취직에																																		할	거에요.

2) 가:	지난번에	안전	교육을	했는데	왜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나: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3) 가:	사비나	씨는																																		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나:	네.	그래서	저는	한	번	읽은	책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4) 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비결이	무엇인가요?

 나:	제가	말하기	연습을	할	때	한국어	선생님께서	잘																																		해	주신	덕분입니다.

2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Part 118과ㆍ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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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1.	뒤에	어떻게	될지	상관하지	않고	일단	어떤	일을	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when doing something without considering what will happen next

2.		(‘-고	보니,	-고	보면’으로	쓰여)	앞	절의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뒤	절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used when the following content is figured out only after doing the action 

stated in the preceding content (used as ‘-고 보니,’ or ‘-고 보면’)

1.	너랑	할	이야기도	많고	네	얼굴도	보고	싶으니까	일단	만나고 보자.

	 나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일단	밥부터	먹고 본다.

2.	미술관에	도착하고 보니	휴관일이라서	문이	닫혀	있었다.

	 	나중에	졸업하고 보면	고등학교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예시

정의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먹다 먹고	보다

오다 오고	보다

1 나는	물건이	마음에	들면	일단																																		ㄴ다.	

2 싸운	이유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두	사람의	이야기부터																																		ㅂ시다.	

3 일이	계획대로	잘될지	걱정만	하지	말고	우선	빨리																																		는	건	어때?

보기 어디에서 뭘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여행을 떠나고 보자.

듣다 사다 떠나다 시작하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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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ㆍ성격과 외모

1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기분이	어때?

 나: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2	 가:	바지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괜찮은데	왜	교환하려고	해?

 나:	눈으로	볼	때는	예뻐	보였는데	막상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3	 가:	이	소설책이	재미있어?	나는	너무	지루해서	읽다가	그만뒀어.

 나:	읽을수록	점점	재미있어져.	너도	끝까지																																		생각이	달라질걸.	

보기 가: 리사는 인상이 좀 차가워 보여서 먼저 말을 못 걸겠어.
나: 리사하고 몇 번만 대화를 하고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옷을 입고 보니 책을 읽고 보면
대화를 하고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막상	in reality; actually

Part 118과ㆍ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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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indicating the preceding content is the reason or basis for the following 
content.

빵집에서	다양한	빵을	싸게	팔기에	종류별로	많이	사	왔다.

친구가	이사	준비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기에	바로	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선생님께	혼이	났니?

도서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방해가	되겠기에	문자를	보냈다.

동생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소중한	가족이기에	한	번	용서해	주기로	했다.

예시

정의

1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떨어졌다)

2	 다음	달에	조카가	초등학교에																																				책가방을	선물해	줬다.	(입학하다)	

3	 슬픈	영화를	보다가	친구가	눈물을																																				휴지를	건네주었다.	(흘리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태풍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기에 문을 꼭 닫아 놓았다. (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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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먹다 먹기에

오다 오기에

형용사
작다 작기에

크다 크기에

(명사)이다
학생 학생이기에

의사 의사이기에/의사기에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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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축하 인사>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보기 	시작이 중요하기에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생활하세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1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보내야	합니다.	

둘째,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공부만으로는	진정한	학교생활의	

2																																				축제나	동아리	발표회	등	학교	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친구들과	우정을	쌓으세요.	친구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3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와줄 사람이다 돌아오지 않다
시작이 중요하다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용서	forgive 낭비	waste 진정한	true

Part 118과ㆍ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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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삼촌. 제가 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진학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아요.

네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기에 무슨 일인가 

했는데 고민이 있어서 

그랬구나.

삼촌	uncle 제빵	baking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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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자는 고민하는 여자에게 어떻게 조언했어요?
 What advice did the man give to the woman?

1 여자가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What is she worried about?

① 빵을	만드는	일이	어려워서 

②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③	관심이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없어서

④	자신의	생각과	부모님의	기대가	달라서

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② 관심이	있는	분야를	빨리	찾는	것이	좋다.

③	제빵	학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

④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	좋다.

① 여자는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② 여자는	빵을	만드는	것이	적성에	맞는다.

③	여자는	남자의	시험	성적표를	보고	실망했다.

④	여자는	수학	공식을	한	번만	보고	바로	암기한다.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Part 218과ㆍ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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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친구 소개하기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를	먼저	졸업한	선배로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	동아리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 선후배를 많이 사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능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에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에 대해 조언하기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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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학교생활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school life? 

2 그것이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Why is it the most important?

3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What do you have to do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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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도서관에 자주 가다, 되도록 책을 많이 읽다         

책을 많이 읽다, 어휘력과 표현력이 좋아지다, 자신의 교양 수준을 높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쌓다         발전하는 단계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를	먼저	졸업한	선배로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

도서관에 자주 가서 되도록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Part 218과ㆍ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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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통계청에서	13~24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바라는	교육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원하는	학생이	전체의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	대학’	

이라는	응답이	13.3%였으며,	‘고등학교’라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바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39.7%의	학생이	‘능력	개발’을	위해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고	

응답하였다.	‘결혼,	친구	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4.6%로	뒤를	이었으며,	‘인격	및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머물렀다.	2.4%의	학생은	‘주위의	기대’	때문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 바라는 교육 수준  단위%

대학교	이상	82.7

전문	대학	13.3

고등학교	4.0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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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text.

3 학생들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바라는 이유’ 대한 그래프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graph which represents the “reason for wanting the level of education that is equal to or higher 

than unigersity-level.”

1 ‘학생이 바라는 교육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about “the level of education that the students want”

①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② ‘전문	대학’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③	‘대학교	이상’보다	‘전문	대학’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이	적다.

④	‘고등학교’보다	‘전문	대학’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① 능력	개발을	위해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②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교양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③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가장	적었다.

④	대학	이상의	교육을	원하는	이유로	절반의	학생이	좋은	직업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① 

③ 

② 

④ 

전문	대학	community college 응답	respond 그치다	stop;	end up	
차지	take up 비율	percentage 순위	rank
머무르다	stay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50.8%

능력	개발	39.7%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	4.6%

인격	및	교양을	쌓기	위해	2.5%

주위의	기대	2.4%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50.8%

능력	개발	39.7%

인격	및	교양을	쌓기	위해	4.6%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	2.5%

주위의	기대	2.4%

능력	개발	50.8%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39.7%

인격	및	교양을	쌓기	위해	4.6%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	2.5%

주위의	기대	2.4%

능력	개발	50.8%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39.7%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	4.6%

주위의	기대	2.5%

인격	및	교양을	쌓기	위해	2.4%

Part 218과ㆍ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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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에 의하여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기초가	되거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which indicates that the preceding content becomes the basis or reason of 
the following content.

공기는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에 의하여	오염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규칙에 의하여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세균에 의한	감염은	위생적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

졸업한	선배들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	하는	여러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학생 학생에	의하여

의사 의사에	의하여

1	 그동안	몰랐던	우주의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2	 어떤	동아리에	들지	고민하다가	친구의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다.	

3	 체육	대회	1등은	반	친구들의	땀	흘리는																																만들어진	결과이다.

보기 반장은 같은 반 학생들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력 투표 추천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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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투표	vote 우주	universe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

2	 																																																																																																																	 											.

3	 																																																																																																															 													.

보기 회의 결과에 의하면 신제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고 한다.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보기

일기 예보

인구 조사 신제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선생님 말씀 올겨울은 작년보다 더 추워진다고 한다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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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보니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요즘은	학생일	때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평생	

배워야	한다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	생활 방식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학습해야 바뀌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중	하나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교육이다.	직업 교육을 받으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래픽 디자인 등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새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은퇴한	

성인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 교육 이후의 배움에 대한 설명문 쓰기

적응	adapt; adjust 그래픽	graphic 일자리	job
은퇴	retire 의료	medical 수명	life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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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사회에서	평생	동안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What is the reason of learning throughout life in modern society?

2 여러분은	은퇴	후에	무엇을	배우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learn after retirement?

3 왜	그것을	배우고	싶어요?
 Why do you want to lear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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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수준 높은 의료 기술,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다, 여러 가지 재능을 꾸준히 개발하다, 
즐거운 삶을 살다          

문화 활동을 즐기다, 문화 예술 교육        

문화 예술 교육을 받다, 스포츠 댄스나 악기 연주 등 새로운 취미 활동을 찾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을 취미로 즐기다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보니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요즘은	학생일	때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평생	배워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수준 높은 의료 기술에	의해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중	하나가	 	

																												수	있도록	돕는																																																																	이다.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은퇴한	성인들이																																																				수	있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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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읽고 써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complete the writing assignment.

<우리 학교 보건실> 

지난	9월,	세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보건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몸에	생긴	상처나	질병	등을	단순	

치료하기	위해	보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보건	교사는	

고민이	있거나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할	때도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	교사는	학생들의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기에	앞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보건실을	찾아올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처	소독하기	27.4%

비상	약	받기	23.6%

휴식하기	19%

키나	몸무게	확인하기	17.2%

꼭	필요하다
49.4%기타

33.5%

없어도	된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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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1	 학생들이	주로	무슨	일	때문에	보건실에	갔어요?
 Why did the students go to the nurse’s office? 

2	 교사가	말한	보건실	이용	방법은	무엇이에요?
 What is the reason for using the nurse’s office as mentioned by the teacher?

교육청에서	13~24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바라는	교육	수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원하는	학생이	전체의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	대학’이라는	응답이	13.3%였으며,	‘고등학교’라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바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39.7%의	학생이	‘능력	개발’	때문에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고	응답하였다.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and answer the questions.

과제Ⅰ

1	 1번	그래프를	보고	그것에	대해	써	보세요.
 Look at the first graph and write about it.

2	 2번	그래프를	보고	그것에	대해	써	보세요.
 Look at the second graph and write about it.

그래프를 보고 글을 써 보세요.
Look at the graph and practice writing.

과제Ⅱ

다음 글을 참고하여 글을 써 보세요.
Write using the following text as a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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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We are learning to increase our skill



●	‘배움’	및	‘학습’에	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learning’ 
and ‘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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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녕’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커녕’

●	‘-고	들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고 들다’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배움	관련	어휘
Learning related vocabulary

●	학습	관련	어휘
Studying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고자					●	커녕				

문법 Grammar

●		온라인	학습에	대한	뉴스	보도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news report 
about online learning.

듣기 Listening

●		한국	학생의	특징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tudents.

읽기 Reading

●		다양한	교육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write about a various types of education.

쓰기 Writing

●		학원과	개인	교습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academies and private tutoring.

말하기 Speaking

PART

01

PART

02
 

●	-고	들다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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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섭(하다)

 아이의 일에 부모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	 개인 교습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개인 교습을 받고 있어요. 

●	 교훈
 이번 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	 기초
 우리 선생님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줘서 정말 좋아요.

●	 도전(하다)

 만 원으로 일주일 살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해 보세요. 

배움 Learning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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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예술을 전공하려면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	 창의적
  리사 씨는 창의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내지 못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	 평균 
 이번 기말 고사의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평균을 내 보니 80점이었다. 

●	 학문
 정우는 학문을 더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Part 119과ㆍ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446    

●	 감소(하다)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	 강사
 나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다.

●	 논리적
 변호사는 논리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	 늘리다
 저는 한국어 실력을 늘리려고 한국 친구들과 매일 이야기하고 있어요.

●	 만점
 이번 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학습 Studying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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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다)

 계획은 그만 세우고 이제 실천을 해 보는 건 어때?

●	 의욕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더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어요.

●	 자신감
 민국이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면접장에 들어갔다.

●	 필기
 정우는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했다.

●	 향상(되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지난 학기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

Part 119과ㆍ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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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1) 나는	요즘	피아노																								을/를	받고	있다.	

2) 나는	수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부터	배우기로	했다.

3) 우울증에	걸리면	일에	대한																								도	안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져요.

4) 수업	시간에	노트에																								을/를	잘	해	두었더니	시험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기초 의욕 필기 개인 교습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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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말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words and descriptions that match with each other.

1) 

2) 

3) 

4) 

지금까지	없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강사

실력이	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만점

시험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혀서	

받은	점수예요.

창의적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에게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향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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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앞에	오는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목적이나	의도,	희망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It is a connective ending used to indicate the preceding content is the purpose, reason, or 
hope of the following content.

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히고자	집을	나섰다.

비가	와서	학교	체육관에서	입학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친구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먹다 먹고자

오다 오고자

1	 할아버지께	인사를																										방으로	들어갔다.

2	 아이는	부모님께	칭찬을																										열심히	방	청소를	했다.	

3	 그는	마지막까지	아들과의	약속을																											최선을	다했다.

보기 나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계속 연락했지만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주다 받다 드리다 지키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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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가:	무슨	과에	진학할	예정이에요?

	 나: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합니다.	

2	 가:	거래처에서	부장님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	아,	그래요?	몇	시에	온대요?	

3	 가: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우리	모두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가:  회장님이 계속 그 일을 반대하셨는데 어떻게 허락을 받으신 것입니까? 
나: 회장님을 설득하고자 매일같이 사무실로 찾아갔었지요.

뵙다 배우다 알리다 설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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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녕

(부정적인	내용의	문장에	쓰여)	뒤에	오는	말보다	앞에	오는	말이	당연히	더	그러함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indicating the preceding content is surely more likely than the following content 
(used in a negative sentence).

오늘	너무	바빠서	밥커녕	우유도	한	잔	못	마셨어요.

저는	휴학을	오래	해서	대학원커녕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저는	요리를	못	해서	미역국은커녕	라면도	못	끓여요.	

민국이는	시험공부는커녕	아직	숙제도	못	했어요.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가:	태풍이	온다고	하네요.	저희	제주도	여행	못	가겠죠?

	 나:	지금	기차하고	비행기가	다	취소돼서																																부산도	못	간대요.

2	 가:	리사	씨한테	전화	왔어?

	 나:																																	문자도	안	왔어.	

3	 가:	여기는																																			선풍기도	없네요.	

	 나:	그럼	다른	데로	갈까요?

보기 가: 나타샤 씨는 이제 좀 괜찮아요? 
나: 아직요. 밥커녕 죽도 잘 못 먹어요.

밥 전화 제주도 에어컨

명사에	붙는다.
It is combined with nouns.정보

받침	O 학생 학생커녕 학생은커녕

받침	X 의사 의사커녕 의사는커녕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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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회사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못	쉬었어요.

2	 갑자기	비가	내려서																																		밖에도	못	나갔어요.

3	 이번	방학은	너무	바빠서																																		놀이공원도	한	번	못	갔어요.	

보기 이번 생일에는 선물은커녕 축하 인사도 못 받았다.

선물  등산 휴가 해외여행 

Part 119과ㆍ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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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보도(하다)	(to) report 집중력	concentration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생인 차은주 양은 

한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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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뉴스는 무엇에 대해 보도하고 있어요?
 What’s this news about?

2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좋은 학생은 O, 안 좋은 학생은 X 하세요. 
 Write O for a student who should receive online education, and X for a student who should not.

① 집	근처에	학원이	없는	학생	(																	)	

②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																	)

③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학생	(																	)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차은주	양의	집	근처에는	학원이	많다. 

② 차은주	양은	한	달	뒤에	온라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③	온라인	교육에서는	한	번	들은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없다

④	온라인	교육은	문제를	풀	때	설명이	나와서	혼자	공부하기	좋다.

① 개인	교습	 

② 교통	문제

③	온라인	교육

④	집중력	향상

Part 219과ㆍ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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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가:		얼마	전에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좋은	학원을	

찾기가	어려워서	포기했어.		

나:	세종 음악 학원에 한번 다녀	봐.	기초반부터 고급반까지 다양하게 있대.

가:	세종 음악 학원?		

나:		응.	자신의 수준에	맞춰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가:		나는	연주는커녕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나처럼	실력이	안좋은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을까?

나:		실력이	안	좋으니까	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조금	서툴러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들어야	금방	실력이	늘어.	

학원과 개인 교습의 특징 말하기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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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무엇을	배운	적이	있어요?	무엇을	배웠어요?
 Have you learned anything outside of school? What did you learn?

2 어디에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that?

 3 그곳의	좋은	점이	뭐예요?
 What's the good thing about tha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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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꽃꽂이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다    꽃꽂이 개인 교습              

꽃꽂이,  꽃 이름도 잘 모르다자기가 원하는 시간, 개인 교습을 받다         

꽃꽂이 개인 교습을 한번 받다   

가:		얼마	전에	꽃꽂이를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좋은	학원을	찾기가	어려워서

	 포기했어.		

나:																																																		아/어	봐.																																																																										.

가:																																									?		

나:	응.																																				에	맞춰	배우고	싶어서																																				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가:	나는																			는커녕																																										는데	나처럼	실력이	안	좋은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을까?

나:	실력이	안	좋으니까	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조금	서툴러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들어야	금방	실력이	늘어.	

보기

Part 219과ㆍ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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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고 들다

앞의	말이	나타내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indicating actively doing the action specified in the preceding content.

친구	두	명이	서로에게	잘못을	따지고 들면서	싸웠다.

내	여자	친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일단	말리고 들어서	섭섭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비판하고 드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아무거나	먹으려고 드는	강아지	때문에	거실에	음식을	둘	수가	없어요.

친구가	오해를	했는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먹다 먹고	들다

오다 오고	들다

살다 살고	들다

감싸다 우기다 따지다 비판하다

1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는	태도는	좋지	않다.	

2	 김철수	씨는	아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었어요.

3	 동생이	자꾸	자기	말이	맞다고																																			어서	그냥	맞다고	해	줬지만	기분은	안	좋았어요.	

보기 친구가 따지고 들어서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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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눕다 시키다 가르치다 게임만 하다

1 가:	친구하고	왜	싸웠어요?

 나:	친구가	저를																																			어서	싸웠어요.

2 가:	왜	소파를	없앴어요?

 나:	식구들이	틈만	나면																																			어서요.	

3 가:	운동	배우는	건	재미있어요?

 나:	이제	안	가요.	선생님이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운동을	계속																																			어서요.

보기 가: 애를 왜 혼냈어요?
나: 우리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려고 들어서 혼냈어요. 

19과ㆍ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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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오늘은	미래학원에서	일하는	강사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봤다.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경우	항상	수업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수업을	시작하면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을	잘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업	태도가	

좋아	강의하기가	편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질문만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	순간	대답은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	선생님은	

그	학생들이	일방적인	강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	㉡	)	

또한	자신이	말한	것이	정답이	아닐까	봐	자신감	있게	도전하지	못	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	㉢	)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강의에	익숙해진	

학생은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적극적인	태도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라고	그는	말한다.	(	㉣	)

일방적	one-sided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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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에서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세요.
 Choose between ㉠ and ㉣ where the following sentence should go.

3 맞으면 O, 틀리면 X하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2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haracteristic that does not correspond to the students of this teacher.

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한다.

② 수업	들을	준비를	잘	한다. 

③	교사가	강의를	하기	편하다.

④	질문에	자신감	있게	답할	줄	안다.

①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																	)

② 이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안	좋아서	고민이다.	(																	)

③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일방적인	강의에	익숙하다.	(																	)

① ㉠

②	㉡

③	㉢

④	㉣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자신도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Part 219과ㆍ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요즘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조기 교육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를 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거나 일찍부터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이들마다 교육하기에 알맞은 시기가 따로 있다고	

강조한다.	

아이에게 맞지 않는 조기 교육은 학습 의욕 감소, 학습 스트레스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에 대한 글쓰기

인내심	patience

462    

쓰기 Writing



1 여러분이	아는	교육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교육이에요?
 Do you know any type education methods? What kind of method is it?

2 어떻게	교육해요?
 How do you teach with that method?

3 그	교육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에요?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edu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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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아이들은 그날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정하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학습 활동 후에 결과가 좋은 나쁘든 아이가 그 과정을 스스로 해내고 그 활동을 좋아했다
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이에게 간섭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놓아두다 

스스로 학습 활동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교육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활동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교육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들은																																																																																																											고자	한다.		

그래서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	강조한다.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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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I am working as a programmer who develops computer programs



 

●	‘산업’	및	‘직업’에	관한	말을	안다.
Students can learn the words related to ‘industry’ 
and ‘occupation.’

●		‘-을	따름이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을 따름이다’

●	‘-는	한’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Students can compose sentences using ‘-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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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	-을	따름이다					●	-는	한					

문법 Grammar

PART

01

PART

02 ●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자동차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cars developed with new technology.

듣기 Listening

●		산업	발달에	따른	직업의	변화에	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Students can speak about their career path.

읽기 Reading

●		장래에	바라는	직업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다.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text about the 
change of jobs due to industrial development.

쓰기 Writing

●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말할	수	있다.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conversation 
about cars developed with new technology.

말하기 Speaking

●	산업	관련	어휘
Industry related vocabulary

●	직업	관련	어휘
Occupation related vocabulary

어휘 Vocabulary

●	으로써

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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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이곳은 다음 달부터 아파트를 짓는 건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	 금융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에서 예금,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체(하다/되다)

 이번 평가는 시험 대신 과제로 대체하겠습니다.

●	 분류(하다/되다)

 도서관에는 책들이 주제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	 산업
 통신 산업의 발달로 멀리 있는 사람과 연락하기 편해졌다.

산업 Industry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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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하다/되다)
 민국에게 내 짐을 자동차로 우리 집까지 운반해 달라고 부탁했다.

●	 유통
  해산물은 생산지에서 판매 장소까지 가는 유통 과정에서 상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롭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	 인력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과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	 인공 지능 
 과학자들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인공 지능 로봇을 만들고자 한다.

Part 120과ㆍ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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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경주에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많다.

●	 근로자
 이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	 기술자
  우리 누나는 컴퓨터 기술자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	 분석(하다/되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사무직
 사무직 직원들은 실내에서 주로 컴퓨터나 서류를 보며 일한다.

●	 사업가
 친구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가가 됐다.

직업 Occupation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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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하다/되다)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
 라면 회사 연구원은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 다양한 양념을 연구했다. 

●	 예술가
 예술가는 창의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	 전문직
 나는 커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직업으로 갖고 싶다.

●	 진로를 정하다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에 갈지 취직을 할지 진로를 정해야 한다.

Part 120과ㆍ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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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Connect the descriptions and words that match with each other.

1)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주로	실내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본다.

사업가

2) 	의사나	변호사,	교수	등이	포함된다.

 	그	직업을	위한	자격이	필요하다.

사무직

3) 	화가,	소설가,	음악가	등이	포함된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	낸다.

예술가

4) 	자신의	가게나	회사를	만들어서	관리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을	계획하고	경영한다.

전문직

경영	management

어휘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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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롭다 대체하다 분석하다 운반하다

1)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이	건강에																																		.

2) 환자의	병이	생긴	원인을																																		아서/어서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다.

3) 앞으로	석유를																																		(으)ㄹ	다른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4) 나는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트럭에	실어	서울로																																		(으)ㄴ/는	일을	하고	있다.

2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쓰세요.
 Complete the sentence by filling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s.

석유	petroleum

Part 120과ㆍ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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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름이다

앞에	오는	내용이	유일하거나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which indicates that the preceding content is unique or there is no other option.

환자는	의사의	실력을	믿고	치료를	받을 따름이다.

한국	생활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친구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따름이다.

가:	뜨거운	불	속에	뛰어	들어	사람을	구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	아닙니다.	소방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예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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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받침	O 먹다 먹을	따름이다

받침	X 오다 올	따름이다

받침	‘ㄹ’ 살다 살	따름이다

형용사

받침	O 작다 작을	따름이다

받침	X 크다 클	따름이다

받침	‘ㄹ’ 길다 길	따름이다

(명사)이다	
학생 학생일	따름이다

의사 의사일	따름이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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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circumstance 이론	theory

9과ㆍ성격과 외모

1	 친구의	사정을	듣지	않고	약속에	늦었다고	화만	낸	것이																																		.	(미안하다)	

2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공원이	지금은	없어지고	사진으로만	남아																																		.	(있다)

3	 판매																																		인	저에게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직원이다)

보기 다음 달에 태어날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바라다)

1	 가:	이번	대학	입시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나요?	

	 나: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	(공부했다)

2	 가:	우리가	사는	우주의	처음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이론에	따라																																		.	(추측하다)	

3	 가: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인터넷이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나:		맞아요.	저는	전	세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	(놀랍다)

보기 가: 탁구 대회에서 우승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가 경기를 할 때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하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Part 120과ㆍ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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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해	주는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
It is an expression that indicates that the preceding content is a premise or condition that limits 
the subsequent content so that it can be achieved.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한	시험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두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정의

1	 나를	응원해	주는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있다)

2	 잘못된	습관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바꾸지	않다)

3	 쓰레기를																																				자연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줄이지	않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보기 돈을 아껴 쓰지 않고 낭비하는 한 많은 돈을 모으기는 힘들다. (낭비하다)

동사와	결합한다.
It is combined with verbs.정보

먹다 먹는	한

오다 오는	한

살다 사는	한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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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growth

보기

1	 가: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가고	싶은데	태풍	때문에	어렵겠지요?

	 나:	그럼요.	폭우가																																				배가	출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2	 가:	변호사	시험에	계속해서	도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	끝까지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	 가:	박사님,	사람의	마음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술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가: 졸업 후에 고향에 돌아가면 한국어를 잊어버리게 될까 봐 걱정돼요.
   나: 한국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지내다 발전하다 그치지 않다 포기하지 않다

Part 120과ㆍ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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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지훈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개발됐대. 자동차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 신호를 인식하며 

도로를 달릴 수 있대.

나도 들었어. 그런 

걸 ‘무인 자동차’라고 

한다면서? 영화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다니 신기할 

따름이야. 

무인	unmanned 마차	carriage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듣기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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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무인 자동차’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form of a “unmanned vehicle” that the two are talking about.

2 무인 자동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면 O, 아니면 X 하세요.
 Write O for people who will benefit from unmanned vehicle, and X if not.

① 버스	운전기사	(																	)

② 마차를	타는	사람	(																	)	

③	운전을	하기	힘든	사람	(																	)

① 무인	자동차는	운전자가	필요	없다.

② 무인	자동차는	마차를	대신해서	개발되었다.

③	무인	자동차는	교통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다.

④	무인	자동차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① ②

③ ④

Part 220과ㆍ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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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문법 Additional Grammar

으로써

1.	앞	말이	뒤의	내용에	대한	재료나	원료임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which indicates the preceding content is the ingredient of the following content.

2.	앞	말이	뒤의	내용에	대한	도구,	수단,	방법임을	나타내는	조사.	
  It is a particle which indicates the preceding content is the tool, means, or method of the 

following content.

1.		그	예술가는	버려진	플라스틱으로써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만들어	낸다.

	 떡은	쌀로써	만드는	음식이다.

2.	사람의	마음이란	돈으로써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친구	사이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은	어려운	문제도	말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시

정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Ⅰ

1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싸우는	것보다는																																해결해야	한다.	(대화)

2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하도록	만든다.	(광고)								

3	 학교에서는																																좋은	인격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길러	낸다.	(교육)

보기

명사에	붙는다.
It is attached to a nouns.정보

받침	O 학생 학생으로써

받침	X 의사 의사로써

받침	‘ㄹ’ 교실 교실로써

회사에서 쌓인 피로를 규칙적인 운동으로써 풀고 있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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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nnect the phrases that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complete the sentence. Use <Example> as a 

reference. 

연습Ⅱ

1	 많은	연예인들이																																																																																													 												.

2	 동양화는																																																																																																										 										.

3	 과학자란																																																																																																											 									.

보기 그 가수는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써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붓과 먹을 사용한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보기

홍보 수단

미술 도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창의적 연구 활동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뛰어난 노래 실력

플라스틱	plastic 갖추다	equip oneself 홍보	promotion
동양화	oriental painting 붓	brush 먹	ink stick

20과ㆍ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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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 보세요. Practice speaking

친구 소개하기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담하기

가:		선배님,	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이	돼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마음만	불안해질	따름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나:		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연구원은	어때?	생물학이	적성에	잘	맞았잖아.

가:		제가	실험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해서 생물학이 재미있기는	해요.	

그런데	연구원	직업은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서 연구해야 하는	일이라서	

제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활발한	편이어서	활동적인 일을 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는	갈 수 있는	한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정하면	제	꿈을	실현하기	힘들까	봐	걱정이	돼요.

생물학	biology 실험	experiment 활동적	active
꿈꾸다	dream 건축학	architecture

말하기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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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하는	공부가	적성에	맞아요?	아니면	맞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Do you like what you are studying currently? Does it fit you or not? What is the reason ?

2 어떤	미래를	꿈꿔요?
 What kind of future do you dream of?

3 그	미래에	대해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Is there anything you worry about you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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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동기들이 취업하는 것을 보다, 급해지다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다, 건축학이 적성에 맞다

건축 디자이너          건축학

건축 디자이너,  팀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가 많다

내성적이다,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편하다

될 수 있다, 혼자 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다

가:	선배님,	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	돼요.	동기들이 취업하는 걸 보니까	

	 마음만	급해질 따름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나:	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는	어때?																									이	적성에	잘	맞았잖아.

가:	제가																																																																															

	 																																																									해요.								

	 그런데																																직업은																																																																					

	 일이라서	제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편이어서											 															거든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는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정하면	제	꿈을	실현하기	힘들까	봐	걱정이	돼요.

보기

Part 220과ㆍ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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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사람들은	농부,	기술자,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갖는다.	그런데	각	직업은	

시대에	따라	가치와	비중이	달라져	왔으며	이런	변화는	특정	산업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산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직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일반적으로	산업의	종류는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된다.	

1차	산업이	활발했던	시대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나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계를	이용한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3차	산업은	지식	정보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발달했는데,	그에	따라	

전문직이나	연구원이	높은	가치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새로운	직업도	나타났다.	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인공	

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4차	산업의	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에서는	어떤	

직업이	높은	가치를	갖게	될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지금처럼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한	인공	지능	로봇의	개발이	멀지	않았으며,	많은	인력이	그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할	따름이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자연에서	직접	생산물을	얻는	

산업.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로써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제조,	공업,	건축업	등

생산된	제품을	

운반·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상업,	유통,	금융,	통신업	등

비중	weight; importance 특정	specific 대다수	majority
대량	mass 학자	scholar

읽기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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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statement from the text.

① 산업에	따라	직업의	가치가	달라진다.

② 산업은	종류에	따라	생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③	산업이	바뀌어도	주요	기술은	바뀌지	않는다.	

④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길	수	있다.

3 4차 산업 시대에 나타날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what may happe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① ②

③ ④

2 산업의 종류와 관련된 직업을 바르게 맞춰 보세요.
 Try to match each type of job to each type of industry correctly.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Part 220과ㆍ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써 보세요. Practice writing.

내	장점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 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잘 돕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으면	할	수	있는	한	미리 

계획한 대로 잘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나에게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즐겁게 해 주는	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장래에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되고	싶다.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게임과 춤, 음악 등을 치료 수단으로써 

활용하여	사람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되려면	전문 강사 교육을 받고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다.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실제로	갖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저	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따름이다.

장래의 직업에 대해 쓰기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손재주	skillful (with one’s hands) 공학	engineering

484    

쓰기 Writing



1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이에요?
 What are your strengths?

2 여러분은	어떤	직업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Which job do you think suits you well?

3 그	직업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해요?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What do you do when you get that job? What do you have to prepare for that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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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과제

논리적이라서 수학 성적이 좋다, 손재주가 뛰어나서 기계를 잘 다루다

동료들을 잘 이끌어 좋은 결과를 내다 

기계를 다루고 제품을 개발하다, 로봇 기술자

로봇 기술자, 인공 지능과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다, 생활에 이로운 로봇을 개발하다

로봇 기술자, 컴퓨터 공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다, 전기 관련 자격증도 따다

	내	장점은	논리적이라서 수학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뛰어나서 기계를		

잘 다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으면	할	수	있는	한		

																																																			노력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나에게는	 	

																																									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장래에																										가	되고	싶다.	

																													는																																																																									사람들의	

																																																																							직업이다.																														가	되려면	

																																																																																																														것이	좋다.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실제로	갖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저	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따름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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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잘 읽고 이야기해 보세요. Read the text carefully and practice speaking.

청소년 상담 신청

진로를	못	정하겠어요.

작성자 이수진 상담 종류 직업	진로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인데요.	아직	진로를	못	

정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직업에	

대해	고민을	해	봐도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지	않아요.	취미는커녕	관심	

있는	것도	없어요.	진로	직업	검사를	해서	몇몇	직업을	추천을	받았는데도	

별로	끌리는	게	없어서	답답할	따름이에요.

이수진	학생이	상담	신청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이수진	학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학생은	공부는	잘하지만	진로에	대한	목표를	찾지	못한	것	

같네요.

사람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직업을	찾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는	

한	원하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내	관심	

분야와	장단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그	일이	‘적성에	맞는가’,	‘전망이	어떠한가’,	‘원하는	근무	조건이나	

보수에	맞는가‘	등을	평가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로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끌리다	be attra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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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1	 이	사람이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Why did this person apply for counseling?

2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Choose something that is not a way to find a job that suits you.

1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	‘전망’,	‘근무	조건’,	‘보수’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When you choose a job,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among “aptitude,” “outlook,” “working 

conditions,” and “salary?”

2	 왜	그렇게	생각해요?	
 Why do you think that?

3	 ‘적성’,	‘전망’,	‘근무	조건’,	‘보수’	외에	또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Are there other important criteria besides “aptitude,” “outlook,” “working conditions,” and “salary?” 

What is it?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and answer the questions.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과제Ⅰ

과제Ⅱ

① 성적을	많이	높여야	한다.	

② 본인의	관심	분야를	찾아야	한다.	

③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한다.		

④	직업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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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과제Ⅱ 를 활용하여 다음 고민에 대해 답변해 주는 글을 써 보세요. 
Use ‘Assignment 2’ to write a reply to the following text about one’s concern.

과제Ⅲ

다음 문법을 사용하세요.
Use the following grammar.

다음 표현을 참고하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expression.

늘리다

도전하다

실천하다

실현하다

전망이	좋다

지나치다

진로를	정하다

향상되다

가치

분야

사무직

예술가

의욕

자신감

전문직

창의적

커녕/는커녕-고자 -는 한 -을 따름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작성자 박진호 상담 종류 직업	진로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인데요.	진로	때문에	고민이에요.

저는	화가가	되고자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세요.	제	그림	실력이	크게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화가가	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걱정하세요.	그리고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선택하는	게	어떠냐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요.	저는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할까요?

안정적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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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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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지문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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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p32

듣기 대본

가:	가영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고?

나:			응.	잘	지냈어.	근데	너는	감기로	많이	아팠다면서?	

지금은	괜찮아?

가:	지금은	다	나았어.

나:		다행이야.	지난주엔	꽃샘추위	때문에	잠깐	

추웠는데	오늘은	포근해졌네.

가:		응.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풀렸어.	어제	우리	동네	

길에	개나리도	피었더라.	지난겨울은	너무	추워서	

봄이	정말	기다려지더라고.

나:		사실	지난겨울은	겨울치고는	안	추운	편이었지.

가:		그래?	나는	정말	춥던데.	그리고	야외활동도	많이	

못	하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우울했어.

나:			그랬구나.	이제	곧	있으면	벚꽃이	필	거니까	우리	

벚꽃	나들이	한번	갈래?

가:		좋아.	화창한	날에	벚꽃	나무	아래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2과 ·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p54

듣기 대본

가:	곧	이사	가지?	새로	이사	가는	동네는	어때?

나:		아주	마음에	들어.	소개해	준	직원	말을	들어	보니	

좋은	점이	정말	많더라고.

가:		그래?	집을	소개하는	직원들이야	다	좋다고	하지	

않아?

나:		아니야,	여긴	정말	좋더라고.	일단,	우체국,	병원	

같은	공공시설이	집	근처에	있고	마트도	가까워.	

그리고	영화관이랑	큰	쇼핑센터도	곧	새로	짓는대.

가:		진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나:		맞아.	저번	주에	가족하고	이사	가는	동네를	같이	

구경했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새	동네가	좋은지	

자꾸	언제	이사	가냬.

가:		아이들도	빨리	이사	가고	싶은가	보네.	이사	가면	

집들이	할	거지?	나	꼭	초대해	줘.

나:		그럼,	당연히	초대해야지.	조만간	집들이한다고	

연락할게.

3과 ·  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p78

	

듣기 대본

가:	안녕하세요.	집을	좀	구하러	왔는데요.

나:	네,	잘	오셨어요.	어떤	집을	원하세요?

가:		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나:		원하시는	가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집을	찾기	

쉬워요.

가:		월세가	저렴한	집은	비싼	집에	비해	아무래도	보안	

시설이	안	좋겠죠?

나:		저렴한	데는	보안	시설도	안	좋거니와	건물도	

낡아서	난방비도	많이	들어요.	월세가	조금	비싼	

곳이	안전하고	살기에도	훨씬	좋아요.

가:		음...	월세가	비싸면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거기에는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나:	이쪽으로	와	보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4과 ·  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p100

듣기 대본

가:		여기가	이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한	방이지?	큰	

책상이랑	침대가	있는데도	이	방이	왜	이렇게	넓어	

보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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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김에	벽지	색깔을	

바꾸었거든.	어두운	갈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꾸니까	

더	넓어	보이는	것같아.

가:		그래.	전에	벽지가	갈색이었을	때는	방이	좁아	

보였어.	그런데	커튼이	없으니	방에	볕이	잘	들고	

해서	좋긴	한데	너무	환하지는	않아?

나:	응.	그래서	내일	커튼을	설치하려고	해.

가:	그럼,	오늘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나:		커튼은	내일	설치할	거니까	오늘은	그림만	놓으면	

돼.

가:	그림은	어디에	놓으려고?

나:	서랍장	위에	놓으려고.

5과 ·  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p124

듣기 대본

가:	사비나,	휴대	전화에	있는	그	사진은	뭐야?

나:		아,	이	사진?	새로	입양한	강아지야.	얼마	전에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데려왔어.

가:		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키워	보니까	어때?

나:		전에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는데	

요새는	집에	가면	강아지가	반갑게	맞아	줘서	

행복해.

가:	강아지가	참	예쁘다.	너를	잘	따르니?

나:		응.	처음	온	날부터	내가	쓰다듬어	줬더니	기분이	

좋은지	배를	보여	주면서	눕더라고.

가:	그렇구나.	오늘은	저녁에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나:	강아지	산책시키고	놀아	줘야지.

6과 ·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p146

듣기 대본

가:		동해안에	온	김에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	

보러	갈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동안	동해안에	

그렇게	자주	오고도	해돋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	

나: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해돋이는	본	적이	없어.	

가:		근처에	경포대가	있던데.	거기가	해돋이	보는	

명소래.	

나:		경포대	좋겠다.	우리	숙소에서	멀지도	않고	거기	

가면	바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바다며	호수며	다	

볼	수	있대.	

가:		바다	옆에	호수가	있어?	신기하다.	정말	색다를	것	

같아.	

나:		우리	해돋이	보고	나서	경포	호수에서	산책하며	

커피도	마시자.	아침에	보는	호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나:		정말	기대된다.	근데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이제	그만	숙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가:	그래.	그만	들어가자.	

	

7과 ·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p172

듣기 대본

가:	요새	직장	구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		회사	몇	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아직	어디에서도	

연락이	없네요.

가:		걱정하지	말아요.	후안	씨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후안	씨는	꼭	합격할	거예요.	한국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잖아요.

나:		그렇긴	한데	역시	대기업에는	지원자가	많아요.	

보수가	좋은	만큼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저는	

자격증이	몇	개	있어서	면접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		하긴,	그렇겠네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건	생각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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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럼요,	중소기업도	적성에	맞거나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면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가:		맞아요.	요새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해졌으니까요.

나: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연락이	없으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에도	지원해	보려고요.

8과 ·  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p194

듣기 대본

가:		저는	지금	나갈	건데	민국	씨는	퇴근	안	해요?

나:		오늘	야근해야	해요.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반도	못	했어요.	

가:		아,	오전에	거래처에	갔었죠?

나:		네,	거래처에서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다시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회사에	돌아와서는	과장님이	지시한	일을	먼저	

해야	해서	보고서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가:		바쁜	하루였네요.	혹시	보고서	작성하는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요?						

나:		어제	지연	씨가	알려준	대로	작성하려고	해요.	

혹시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다시	물어볼게요.	

고마워요.	참,	지연	씨,	도시락	가게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요?	

가:		저녁을	배달시켜	먹게요?	

나:			네,	시간을	아끼려면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9과 ·  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p220

듣기 대본

가:	누나,	사람들이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하는	것	같아.		

나:	왜?	무슨	일	있었어?	

가:		아까	시내	방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가던	차가	갑자기	내가	가던	차선으로	들어오는	

거야.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어.	

나:	정말	놀랐겠네.	어떻게	했어?

가:	내가	속도를	줄여서	내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줬지.	

나:	뒤에	오던	차는	없었어?

가:		응.	뒤차가	있긴	했지만	좀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속도를	갑자기	줄였는데도	다행히	

뒤차와	부딪치지	않은	거야.	

나:		그래.	뒤차가	멀리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가:		그러게	말이야.	도로에서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니까	항상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아.	

	

10과 ·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p242

듣기 대본

가:		요	앞	공원에서	지역	특산물을	파는	시장이	

섰다는데	가	봤어?

나:			응.	오전에	갔었는데	여러	고장의	농산물이	

다양하게	있더라.	평소에	마트에서	보기	힘든	

특산물도	있었어.	그래서	한	바퀴를	둘러보는	

사이에	이것저것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	

급할	때	쓰려고	지갑에	넣어	둔	돈까지	다	쓰고	온	

거	있지.	

가:		그렇게	살	게	많았어?	

나:		특산물이며	농산물	품질이	다	좋아	보여서	사	놓고	

싶더라.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지은	분들이	와서	

파니까	더	믿음이	가기도	했고.	특히	사과가	인기가	

많았는데	주인이	먹으려고	한쪽에	둔	사과마저	다	

팔릴	정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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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즘은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더니	그런	곳이었구나.	

나:		응.	맞아.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주문할	수	

있대.

11과 ·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p266

듣기 대본

가:		안녕하십니까?	세종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나: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가:		네,	고객님.	계좌를	개설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무슨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지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		네,	저는	외국인	유학생이고요.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장학금을	수령할	계좌가	

필요합니다.	

가:		외국인이시면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재학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서도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건	은행에	와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		그렇군요.	그런데	꼭	은행에	방문해야	해요?	

지난주만	같아도	방문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방문하기가	어려운데요.

가:		한	번은	꼭	오셔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	방문해	

주십시오.

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과 ·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p290

듣기 대본

가:		여보세요.

나: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입니다.	나타샤	씨	

맞습니까?

가: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나:		나타샤	씨	앞으로	배달해	드릴	소포가	있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댁에	계세요?

가:		소포요?	저는	오늘	배송	받을	물건이	없는데요.	

발송인이	누구인가요?

나:		김지훈	씨이고,	사과	한	상자를	보내셨네요.

가:		아,	제	친구가	보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외출	

중이라서	밖에	나와	있어요.	문	앞에	놓아두든지	

경비실에	맡겨	주실	수	있나요?

나:		네,	그럼	경비실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경비실에	맡기고	나서	이	번호로	확인	

문자를	보내	주시겠어요?

나:		알겠습니다.	바로	문자	보내	드리겠습니다.

13과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p314

듣기 대본

아나운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세한시에	위치한	

한	대형	마트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불타	고	직원과	

손님	십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오	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불길이	번져	버린	탓에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마트	직원들이	고객을	

비상구로	빠르게	대피시켜	화재	규모에	비해	피해자가	

적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이	안전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화재에도	대처가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래된	전기	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4과 ·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p338

듣기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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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훈아.	너	소파에	앉은	자세가	너무	안	좋은데	

똑바로	앉아.	허리를	굽히지	말고	곧게	세워서	

앉아야지.

나:		왜?	난	이렇게	앉는	게	제일	편해.	허리를	펴고	

앉으면	오히려	불편하던데.	

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	꾸준히	바르게	앉는	

버릇을	들이면	편해질걸.	계속	나쁜	자세로	앉으면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할	수	있어.		

나:			아,	생각해	보니까	요즘	허리	근육이	좀	뭉칠	때가	

있어.

가:		그것	봐.	그리고	너	컴퓨터를	할	때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던데	자주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해.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에	안	좋아.

나:		나도	아는데	학교	과제를	하느라	바쁠	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

가:		그럼	의자에	앉은	자세로	스트레칭이라도	해	봐.

나:		알았어.	앞으로는	누나	말대로	하도록	노력할게.

15과 ·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p362

듣기 대본

가: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식품은	무엇입니까?

나:		건강에도	좋고	먹기	간편한	녹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		녹차가	몸에	좋은	건	예전부터	다	알지만	녹차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나:		녹차는	혈압을	안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를	마시면	

충치를	예방하고	입	냄새를	없애	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입속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아,	네.	녹차는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네요.	그런데	

박사님.	그	외에	다른	효과는	또	뭐가	있나요?

나:		네,	녹차는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합니다.	

가:		이렇게나	좋은	식품이었다니	앞으로	물	대신	

녹차를	마셔야겠네요?	

나: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녹차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6과 ·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p384

듣기 대본

가:		샤오위.	점심	식사	모임에	못	가서	미안해.	약	먹고	

자느라고	전화	온	줄도	몰랐어.

나: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	많이	했어.	모임에	온다거나	

못	온다거나	하는	연락도	없었잖아.	

가:		미안해.	몸이	많이	아팠어.	새벽에	열이	심하게	나고	

온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독감에	걸렸대.

나:		어떡해.	그저께	재채기를	해	대더니	독감에	걸려서	

그랬구나.	지금도	많이	아파?

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그런데	전염이	잘	되는	

독감이라서	주의해야	된대.	

나:			많이	아팠겠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독감에	

걸리지	않게	손을	자주	씻으라고	했잖아.	

가:		에이,	예방	접종을	안	해서	걸렸겠지.	설마	손을	

자주	안	씻어서	독감에	걸렸겠어?

나:		예방	접종도	중요하지만	손	씻기가	더	먼저야.	

독감은	손에	묻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감염된대.	그래서	손만	잘	씻어도	독감을	예방할	수	

있어.	대신	물로만	씻지	말고	비누로	꼼꼼히	씻어야	

돼.	그리고	손끝은	깨끗이	씻기	어려우니까	더	신경	

써서	닦아야	하고.

17과 · 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잠을 못 자요
 p408

듣기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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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길에서	우연히)	대한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요?

나:	네,	지연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약국에	가려고요.

가:	대한	씨,	어디	아파요?

나:	아니요.	제가	아니라	아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요.

가:	왜요?	미카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나:		아이가	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두통이	심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몸살도	났어요.		

가:	증상이	어때요?	많이	아파요?		

나: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많이	아프대요.	육아에	

이사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	그러면	푹	쉬어야	나을	텐데.

나:		수아	밥	먹이고	재우고	청소하면	금방	저녁이	돼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쉬려야	쉴	수가	없어요.	

가:		그럼	대한	씨가	퇴근한	뒤에	미카	씨를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18과 ·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p430

듣기 대본

가:		삼촌.	제가	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진학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아요.

나:		네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기에	무슨	일인가	했는데	

고민이	있어서	그랬구나.	삼촌이	들어	줄	테니까	

무슨	고민인지	말해	봐.

가: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길	바라세요.	솔직히	입시	준비도	안	

하는데	부모님이	제	성적표를	보면서	점수가	안	

좋다고	걱정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나:		그럼	너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에	뭘	할	생각이야?	

혹시	네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어?

가:			네.	제빵	분야요.	빵	만드는	데	관심이	생겨서	배워	

보니까	제	적성에	딱	맞아요.	수학	공식은	여러	번	

봐도	외워지지	않는데	빵	만드는	과정은	한	번만	

봐도	바로	암기할	정도예요.

나:		음.	대학에	제빵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도	있어.	

그쪽	입시를	준비하는	건	어때?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부모님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잖아.	그리고	대학에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지나고	보면	대학에	진학하길	잘했다고	

깨닫게	될	수도	있어.

19과 · 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p454

듣기 대본

가: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		고등학생인	차은주	양은	한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숫자를	써	넣고	정답을	확인하니	바로	

이어서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을	보고	

혼자	공부하기에도	좋습니다.	집	근처에	학원이	

없어서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야	했던	은주	양은	

온라인	교육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다: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개인	교습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수업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다시	들을	

수도	있고	게시판에	질문도	할	수	있어서	불편한	

점은	별로	없었어요.	점수도	20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나:		온라인	교육은	은주	양과	같이	학원이	멀어서	

불편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공부할	때	집중을	못	하는	학생의	경우,	실력	

향상은커녕	성적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과 ·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p476

듣기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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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훈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개발됐대.	자동차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	신호를	인식하며	

도로를	달릴	수	있대.

나:		나도	들었어.	그런	걸	‘무인	자동차’라고	한다면서?	

영화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다니	신기할	

따름이야.	

가:			맞아.	어서	무인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면	좋겠어.	그럼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못	

했던	사람들도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야.

나: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들었어.	무인	

자동차로	인해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대.	

가:		그래?

나:		응.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대중교통으로써	많이	이용됐지만	자동차가	

생기면서	지금은	사라졌잖아.	그것처럼	무인	

자동차가	많아지면	점점	운전하는	인력이	필요	

없어질	거래.

가:		그렇지만	대신에	다른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연구원이나	기술자는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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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p18
	

어휘 

1		1)	영하		2)	날이	풀려서		3)	습도가	높아서		4)	열대야

2	
1)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를	갑니다	

2)	추위를	타서	항상	옷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3)	서울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	산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문법 (-는다면서) 

연습Ⅰ	

1	읽는다면서요

2	만든다면서요

3	재미있다면서요

연습Ⅱ		

1	새로	생긴	식당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2	너도	어제	축구장에	갔다면서

3	열대야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면서

문법 (치고) 

연습Ⅰ		1	작은	호텔치고		2	그림치고		3	것치고

연습Ⅱ		

1	아이치고	게임을	안	좋아하는	아이가	없잖아요

2	값이	싼	물건치고	오래	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3	농구	선수치고	키가	작은	사람을	못	봤어요	

듣기  

1	①
2	④
3	③

부가 문법 (고) 

연습Ⅰ	

1	먹었고

2	재미있었고

3	잘	되어	가고

연습Ⅱ	

1	오늘	비	온다던데.	우산은	챙겼고

2	리사	씨요?	사비나	씨가	아니고요

3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말하기 

연습

7월 17일 수요일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름치고는	덥지 않았는데요.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그친	상태인데요.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밤부터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퇴근하시는	분들은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27도이고 최저 기온은 21도입니다.	

과제 예시

1	지금은	봄입니다.	

2		오늘은	봄치고는	조금	추운	날씨입니다.	

3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길을	걸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4		오늘의	최고	기온은	영상	12도이고,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읽기 

1	③
2	②
4	④

쓰기 

연습

내가	좋아하는	계절

나는	한국의	계절	중에서	봄을	제일	좋아한다.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좋기도	하지만	꽃이 많이 피어서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꽃이 피는 봄철에는 항상 꽃구경을 간다.	

내가 가 본 봄 축제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진해 벚꽃 

축제이다.	

눈처럼 날리는 벚꽃 잎을	잊을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친구가	꽃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제주도의 

유채꽃 축제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면서	제주도 유채꽃 

축제에	가	보라고	추천해	줬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친구와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	

과제 예시

1 나는	한국의	계절	중에서	여름을	제일	좋아한다.	

2		한국의	여름은	장마철이	지나고	7월부터	8월까지	몹시	

덥다.	그리고	자외선도	강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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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더위를	많이	타지	않고	여름의	강한	햇빛을	좋아한다.	

여름에는	낮이	길어서	다른	계절보다	늦게까지	활동할	수	

있다.	

4		여름에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수영하거나	시원한	산에	

가서	물놀이를	한다.	저는	바다와	산을	모두	좋아한다.			

2과 ·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편할 것 같아 p42

어휘 

1		1)	인구		2)	접근성이	좋으면		3)	공공시설		4)	수도권	

2		1)	지방		2)	시골		3)	한가하다

문법 (-는지) 

연습Ⅰ		1	있는지		2	공연할지		3	정답인지

연습Ⅱ		1	추운지		2	잃어버렸는지		3	화가났는지

문법 (-는대) 

연습Ⅰ		1	읽는대		2 끝났대		3	외식이래

연습Ⅱ	

1	저녁은	먹었냬	

2	여기에	앉으래	

3	내일	만나재

듣기 

1	③
2	①,	②

3	③

부가 문법 (이야) 

연습Ⅰ	

1	돈이야

2	노래야

3	이메일이야
연습Ⅱ	

1	밥이야

2	스페인어야

3	짐	정리야

말하기 

연습

가:	얼마	전에	이사했다고	그랬죠?	어디로	갔어요?

나:		시골로	이사했어요.	도심을 벗어나서	얼마나	한가한지	

몰라요.	복잡하지 않아서 살기도 좋고요.	

가:	너무	좋겠네요.	

나:		네.	그리고	편안히 휴식을 취할 곳도 많아서 좋아요.	동네 

사람들 인심도 좋고요.

가:		네,	이번	주	주말에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는대요.	오면	같이	저녁을	먹어요.

과제 예시

1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어요.	

2	이곳은	도시와	가까우면서	한가한	것이	특징이에요.	

3		도시와	접근성이	좋아서	도시의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는	공원과	산이	있어서	공기가	

좋아요.	휴일이나	주말에	등산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어요.	도시가	가깝고	휴식을	취할	곳도	많은	것이	

우리	지역의	특징이에요.

읽기 

1	②
2	④
3	④

쓰기 

연습	

안녕?	

저번에	보내	준	메일을	잘	봤어.	내가	사는	곳이	궁금하다고	

했지?	

내가	사는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어.	너무	

유명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구경하러 오기도 해.	그곳은 

세계문화유산이고 행사가 많아.	

가장	유명한	행사는	밤에 관광 명소 주변을 산책하는 것인데	

그때 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	

한국에	오면	한번	보러 가자.	올	때	연락	줘.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	

안녕.	

과제 예시

1	제가	사는	지역에는	유명한	한식당이	있습니다.	

2	그곳은	오래된	식당입니다.	100년	전에	처음	생겼습니다.	

3		그곳은	오래된	한옥이어서	매우	멋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꽃이	많아서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음식이	매우	맛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방송에	

맛집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4		그곳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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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은	모두	맛있지만	비빔밥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식당의	안과	밖에서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과제  

과제Ⅰ

1	태백산	눈	축제

2	눈사람을	만들	수	있다.	얼음	미끄럼틀을	만들	수	있다.	

이글루를	만들	수	있다.		얼음	조각	전시를	볼	수	있다.	

과제Ⅱ

예시

1		제가	사는	지역에는	설악산	단풍	축제가	유명해요.	단풍	

축제는	설악산에서	열리는	계절	축제예요.

2		단풍	축제에서는	유명한	가수	공연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단풍이	든	나뭇잎으로	손수건이나	열쇠고리도	

만들	수	있어요.	

과제Ⅲ

설악산 단풍 축제		

10.19.	(금)	~	10.21.	(월)	(3일간)

장소	:	설악산	

주요 행사	:	유명	가수	공연,	노래	대회,	

단풍으로	손수건과	열쇠고리	만들기

설악산에서	3일간	설악산	단풍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축제	

첫날에는	유명	가수의	공연이	있고	둘째	날에는	시민들의	

노래	자랑	대회가	있다.	축제	기간	내내	단풍으로	손수건과	

열쇠고리를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도	준비될	

예정이다.	

3과 ·  월세가 비싸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고 있어요 p66

	

어휘 

1		1)	집을	구하고		2)	부동산		3)	경비실		4)	보안	시설

2		1)	관리비		2)	월세		3)	보증금

문법 (에 비하여) 

연습Ⅰ		

1	한국에	비하여

2	학생	수에	비하여

3	먹는	것에	비하여

연습Ⅱ	

1	노력에	비해	

2	나이에	비해

3	다른	떡볶이에	비해

문법 (-듯이) 

연습Ⅰ		

1	필요하듯이

2	가르쳐	주었듯이

3	쓰러지듯이

연습Ⅱ		

1	눈	녹듯이	화가	풀리다

2	비	오듯이	땀이	흐르다

3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다	

듣기 

1	④
2	①,	④

3	③

부가 문법 (-거니와) 

연습Ⅰ

1	불거니와

2	많거니와

3	장소이거니와

연습Ⅱ

1	성격도	좋거니와

2	맛집도	많거니와

3	그림도	잘	그리거니와	

말하기 

연습

가:		우리가	좀	있으면	새로	집을	구해야	되잖아.	어떤	집이	

좋을까?

나:			새집은	난방비가 저렴하면 좋겠어.	이	집은	낡아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건물이 오래된 탓에 난방을 많이 해도 추웠지.	

가:	맞아.	

나:		그래도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서	다른	집에	비하면	

월세는 저렴했어.

가:	사람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집도	그렇겠지?

나:		맞아.	그래도	다음	집은	이번	집보다	더	좋은	곳이면	

좋겠어.

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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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2		저희	아파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려면	많이	기다려야	해요.	저는	특히	

고층에	살아서	항상	오래	기다려요.	

3		집이	고층이어서	집에서	보는	경치는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이	가끔	저희	집에	오면	항상	아름다운	경치를	

칭찬해요.	

읽기 

1	②
2	③
3	④

쓰기 

※ 같이 살 사람을 구해요. ※

	세종 셰어하우스	식구들과	같이	살	사람을	구합니다.	

-		세종 셰어하우스에는	방이 3개	있고	부엌과 식당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학생들만 살아서	새로운	사람도	학생이면 좋겠어요.

-	친절하고 밝은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	월세는 40만 원이고	보증금은 300만 원입니다.	

과제 예시

1	저는	유머가	있고	사교적인	사람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2		청소를	잘	하지	않고	지저분한	사람과	살고	싶지	

않습니다.

3		밤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사용한	그릇은	

자기가	설거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해야	합니다.	

4과 ·  거실이 어두워서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p88

어휘 

1  1)	꾸미고		2)	비좁아서		3)	깔면		4)	수납할	

2		1)	서랍장		2)	커튼		3)	벽지		4)	바닥

문법 (-고 해서) 

연습Ⅰ		

1	들고	해서

2	낡았고	해서

3	좋고	해서

연습Ⅱ	

1	오랜만에	쉬는	날이고	해서	아침부터	등산을	했어요

2	날씨가	너무	덥고	해서	카페에서	잠시	쉬었어요

3	아버지	생신이고	해서	식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문법 (-는 김에) 

연습Ⅰ		

1	가는	김에

2	찾는	김에

3	정리하는	김에

연습Ⅱ		

1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켠	김에	메일도	확인하고	있어

2		한국어를	공부한	김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도	고민	

중이야

3		커피를	쏟아서	이왕	바지를	갈아입은	김에	셔츠도	

어울리는	걸로	바꿔	입었어

듣기 

1	④
2	③
3	③

부가 문법 (-다니) 

연습Ⅰ	

1	한다니

2	꾸몄다니

3	많다니

연습Ⅱ		

1	그렇게,	어쩜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다니?

2		내일이	주말도	아닌데	회식을	왜	그렇게	늦게까지	

한다니?

3	그게	좋겠어.	근데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춥다니?

말하기 

연습

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		네.	구경하러	온	김에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이게	제	

방	사진이에요.	방을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		방에 수납할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네요.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서랍장이 있는 침대를 새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옷장 대신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서랍이 

있는 침대를 놓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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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아래에 서랍장이 있으면 더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어요.	

나:		그렇군요.	붙박이장과 침대는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가:	네,	이쪽으로	와서	구경해	보세요.

과제 예시

1	제	방은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2		벽지는	보라색이고	바닥은	갈색이어서	밝은	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커튼이	검은색인데	하얀색	

커튼으로	바꾸고	싶어요.	

3		방이	좁은데	벽과	바닥,	커튼의	색도	어두워서	방이	더	

좁아	보여요.	그리고	방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방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방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요

읽기 

1	①
2	④
3	④

쓰기 

연습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방을	소개해	볼게요.	

제	방은	벽지 색깔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에요.	

벽지에 하얀색과 갈색이 섞여 있어서	방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제	방에는	초록색 이불과 베개가 있어요.

색깔이 조금 어둡지만	마치 숲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방에서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저는	우리	집에서	제	방을	가장	

좋아해요.	

과제 예시

1	제	방은	아기자기해요.	

2		제	방은	작고	예쁜	물건이	많아요.	제	방에는	인형도	많이	

있어요.	여행에서	산	작은	기념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이	

아기자기해요.	

3		방에	물건이	많아서	방이	조금	비좁지만	예쁜	것을	보면	

저는	늘	기분이	좋아요.	저에게	소중한	물건이	많아서	저는	

우리	집에서	제	방을	가장	좋아해요.	

과제  

과제Ⅰ

1	삶의	방식이	다양해졌다.

2	거실에	텔레비전을	없애다.	

			크고	넓은	책상을	놓다.	

			집에	물건을	많이	놓지	않다.	

			꼭	필요한	가구만	놓다.	

과제Ⅱ

예시

1		지금	집은	주방도	좁거니와	거실도	비좁아요.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친구들을	자주	초대하는데	지금	

집은	비좁아서	불편해요.	

2		주방이	지금	집에	비해서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실도	

더	넓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주방이	지금보다	넓으면	예쁜	그릇들을	사서	꾸미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집에	자주	오고	해서	거실에	

식탁을	놓으려고	해요.	소파	대신에	큰	식탁과	의자를	

놓고	싶어요.	

5과 ·  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던데 p112

어휘 

1  1)	사랑스럽게		2)	정성껏		3)	가꾸었어요		4)	보호소

2	
1)	선인장을	재배하다

2)	열매가	열리다

3)	머리를	쓰다듬다

문법 (-더니) 

연습Ⅰ		1	열더니		2	가져가더니

연습Ⅱ		1	덥더니		2	못	먹더니	

연습Ⅲ

1	며칠	날씨가	계속	춥더니	오늘	눈이	왔어.	

2	영수가	컴퓨터	게임을	오래하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잔다.	

문법 (-었더니) 

연습Ⅰ			

1	열었더니
2	주문했더니

3	만났더니

연습Ⅱ 	

1	재채기를	했더니	친구가	휴지를	건네주었다.

2	어젯밤에	창문을	열고	잤더니	감기에	걸렸어요.

3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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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1	①
2	③
3	④

부가 문법 (-어야지) 

연습Ⅰ			

1	끝내야지

2	기다려야지

3	데려와야지

연습Ⅱ		

1	먹어야지	

2	와야지

3	있어야지

말하기 

연습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식물,	선인장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첫째,	선인장은	기르기	편해요.	물을 자주 주거나 정성껏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거든요.

둘째,	선인장은 종류가 많은 식물이에요.	

선인장은 크기가 작고 귀여운 것부터 크고 멋있는 것까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르기 편한 식물이라고	해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백과사전을 읽어 봤더니	선인장은 물을 많이 주면 죽는대요.

그래서	저는	선인장에 물을 주면 꼭 달력에 표시해요.

과제 예시

1 저는	토끼를	좋아해요.	

2		토끼는	키우기	편해요.	산책을	안	해도	되고	집	안에서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토끼는	조용한	동물이에요.	

강아지처럼	짖거나	고양이처럼	울지	않아서	좋아요.	

3		토끼는	귀를	세게	잡거나	물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토끼	목욕을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읽기 

1	①
2	④
3	X,			O,			X

쓰기 

연습

햄스터	키우기

X월	XX일	날씨:	맑음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몇 달 동안 햄스터를 정성껏 돌보았더니	드디어 햄스터가 내 

손 위에 올라왔다.

처음으로 머리도 쓰다듬어 보았다.	그리고	배도 만져 

보았다.

햄스터가 나를 믿고 손에 올라오니	정말	행복했다.	

나중에	더 친해져서 내 손 위에서 햄스터가 편안히 잠도 

잤으면 좋겠다.	

과제 예시

1	장미를	키운	적이	있다.	

2	장미는	분홍색이었고	매우	컸다.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예뻤다.	

3	몇	주	동안	장미를	정성껏	가꾸었더니	꽃이	피었다.	

그래서	꽃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자랑했다.	제	손으로	가꾼	식물에	꽃이	피니	정말	행복했다.	

6과 ·  여기는 산이 가까워서인지 밤이 
되니까 좀 서늘한 것 같아 p140

어휘 

1		1)	화산		2)	홍수가	나다		3)	가뭄이	들다		4)	해안	

2		1)	건조하다		2)	서늘하다		3)	육지		4)	강수량

문법 (-어서인지) 

연습Ⅰ		

1	급해서인지

2	주말이어서인지

3	어려워서인지

연습Ⅱ 

1	아침을	많이	먹어서인지	아직	배가	안	고파.	먼저	갔다	와

2	일이	바빠서인지	참석	못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3	응.	오랜만에	대청소를	해서인지	피곤해서	일찍	잤어

문법 (-으며) 

연습Ⅰ	

1 맞으며

2	살며

3	부르며

연습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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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하며

2	대학생이며

3	촬영했으며

듣기 

1	④	

2	③
3	O,		O,		X	

부가 문법 (고도) 

연습Ⅰ	1	듣고도		2	길고도		3	새우고도

연습Ⅱ		

1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2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몰랐다

3	확인하고도	답장을	못	했다

부가 문법 (이며) 

연습Ⅰ	

1	며,	며
2	며,	며
3	이며,	이며
연습Ⅱ		

1	집이며	농장이며

2	연기며	줄거리며

3	월세며	전세며

말하기 

연습

반갑습니다.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전라남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의 서남부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남쪽과 서쪽과 바다가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서쪽은 지형이 낮고 강이 있어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이며 강이며 섬이며 다양한 지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봄에	오셨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역의 아름다운 

봄꽃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꽃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 

순천입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해서인지	

이번에는	저도	더	즐겁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과제 예시

1		내가	사는	강원도는	한국의	동북부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이	많고	동쪽으로는	해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강도	

있습니다.	산이	많은	지형이라서	쌀농사보다는	채소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2		강원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어서	겨울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추우며	

눈이	많이	옵니다.	

3		강원도에서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해돋이를	볼	수	있습니다.		

4		산이	많은	강원도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사계절	모두	여행하기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	

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겨울에는	스키를	타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읽기 

1	②	

2	①
3	③

쓰기 

연습

우리나라	몽골의	기후	

몽골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나라이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일	년의	강수량은	적은	

편이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6개월간의 아주 길고 추운 겨울이	

이어진다.	

이	기간에	기온은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기온은 높지만 건조해서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는다.	

몽골은	겨울이 길며 비가 많이 안 와서 농업이 발달하기	

힘들었다.	

과제 예시

우리나라	아랍에미리트의	기후

아랍에미리트는	사막	기후를	가진	나라이다.	5월부터	

9월까지는	습도가	높으며	낮	동안의	온도가	40도를	넘는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	10월부터	4월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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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서	평균	22도에서	30도로	덥지	않은	날씨가	된다.	

사막	지역에	가면	날씨가	추워지기도	한다.	이	기간에	가끔	

비가	오기도	하는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	년	평균	강수량은	매우	낮은	편이다.	

과제 	

과제Ⅰ

1	양평	두물머리

2	연꽃을	심었더니	물이	맑아졌다

과제Ⅱ

예시

1		제가	사는	곳	근처에는	‘산정호수’가	있는데	이곳은	유명한	

호수예요.

2		이곳은	여름에	다른	지역보다	시원해서인지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겨울에도	다른	지역보다	

춥고	매년	호수에	얼음이	얼어요.	그래서	눈썰매를	탈	수도	

있어요.	

3		가을마다	피는	억새꽃이	유명해요.	호수	주변이	

습해서인지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억새꽃이	많이	피어요.	

그래서	산정호수에서	가을에	억새꽃	축제도	열려요.	

7과 ·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p164

어휘 

1		1)	지원자가		2)	답변할		3)	자유로워서		4)	대기업입니다

2		
1)	경쟁이	심하다

2)	중소기업에	입사하다

3)	면접	결과를	공개하다

문법 (-더라도) 

연습Ⅰ		

1	없더라도

2 가더라도

3	일이더라도

연습Ⅱ 

1	피곤하더라도	모임에	빠지면	안	되지

2	배가	부르더라도	과일은	먹어야지

3	비가	오더라도	여행은	갈	거야

문법 (으로서) 

연습Ⅰ	

1	아버지로서

2	선생님으로서

3	대표	선수로서

연습Ⅱ		

1		저는	수학	선생님으로서	20년간	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3		저는	경험이	풍부한	기자로서	사건을	조사하고	신문	

기사를	씁니다

듣기 

1	②
2	②
3	①

부가 문법 (이나마) 

연습Ⅰ

1	돈이나마	

2	학생	식당이나마

3	공중전화나마

연습Ⅱ

1 그	자리에나마	앉은	게	다행이에요

2	한	회사에서나마	연락이	와서	다행이에요

3	그래도	방학에나마	집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말하기 

연습

가:		선배,	제가	다음	주에	회사	면접이	있는데	조언을	구해도	

괜찮을까요?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정보	

몇	가지를	알려	주세요.

나:		다음	주에	면접이	있구나.	음,	뭐가	좋을까?		

질문에 답변할 때는 크게 말해야 돼.		

발음은 분명한 것이 좋고.

가: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		모르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아.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거든.

가: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나:		그래.	내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다음	주	면접	잘	봐.	

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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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대학교	입학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2		대학교	입학	면접에서는	인사를	잘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관을	보고	먼저	밝게	인사를	했어요.

3		대답을	길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면접관은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대답하는	지원자를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면접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내용만	대답하는	연습을	

했어요.

읽기 

1	①
2	④
3	②

쓰기 

연습

※ 지원 동기 ※	

제가	대한 출판사에	지원하는	이유는	좋은 책을 직접 만들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 출판사는	현재 출판 관련 분야에서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명한 외국 작가의 책을 직접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한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입사 후 계획 ※	

만약	제가	입사하게	되면	제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작은 일이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예시

1	저는	세종	여행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2		세종	여행사는	관광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행	상품을	디자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자기소개서	

※ 지원 동기 ※ 

제가	세종	여행사에	지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여가	

시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	여행사는	현재	관광	분야에서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행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세종	

여행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입사 후 계획 ※	

만약	제가	입사하게	되면	제	전공을	살려	만족스러운	여행	

상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과 ·  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p190

어휘 

1		1)	지시하다		2)	회식하다		3)	야근하다		4)	근무하다

2		1)	업무		2)	부서		3)	거래처		4)	조직	생활

문법 (-는 대로) 

연습Ⅰ		

1	원하는	대로

2	흐린	대로

3	적은	대로

연습Ⅱ	

1	나와	있는	대로	

2	읽은	대로			

3	아는	대로	

문법 (-을수록) 

연습Ⅰ 	

1	볼수록

2	쌓을수록

3	여행일수록

연습Ⅱ	

1	가벼울수록

2	먹을수록

3	미룰수록

듣기 

1	④		

2	③
3	②	

부가 문법 (-게) 

연습Ⅰ		

1	방문하게

2	내게
3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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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Ⅱ	

1	여기에서	사진	찍게

2	드라마	안	보고	책	읽게

3	오늘	회식하게요

말하기 

연습

가:		우리	부서에	나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가	있는데	부서의 

여러 업무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줘서	가깝게	지냈어.	

근데	이	사람이	맡은 업무를 제시간에 처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야.	그리고	같이 일을 할수록	자꾸	

자신의	업무를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저번에는	

계획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면서	

나보고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도 주고 야근도 같이 하면서 도와줬는데	그	

선배가 다른 사람에게 혼자 했다고 하더라고.	너무	화가	

났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사실대로	

상사에게	이야기할까?

나:	그	사람이	또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거절해야	해.	

과제 예시

1	저는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2		그	상사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크게	혼이	난	적이	

많았어요.	한번은	신제품	홍보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우리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사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고	마음에	들어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3		계획서의	내용을	상사가	고치라고	한	대로	고치고	다른	

부분도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부터는	작은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계획서와	보고서도	더	꼼꼼하게	

작성했어요.		

부가 문법 (대로) 

연습Ⅰ		

1	처방전대로

2	순서대로

3	예정대로

연습Ⅱ	

1	여름옷은	여름옷대로	겨울옷은	겨울옷대로

2	상사는	상사대로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대로

3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읽기 

1	③
2	③
3	①

쓰기 

연습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상사의 지시대로 따라야 하는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많이	힘들었다.	

또한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혼난	적도	

있다.	

그때는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했다.	

출장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집에 못 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업무에서 실수가 줄었고	점점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입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큰 계약에 

성공했다.	

처음으로 혼자서 큰 성과를 낸 것이어서	정말	행복하다.		

과제 예시

1		저는	방학	때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전화를	받거나	다른	부서에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2		회사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부서의	

이름을	외우고,	큰	건물	안에서	여러	부서의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3		한번은	중요한	서류를	잘못	전달해서	크게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4		시간이	지날수록	각	부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회사의	분위기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 	

과제Ⅰ

1		일하고	싶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고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땄어요.	

2		처음에는	일을	잘	몰라서	시키는	대로	하느라	힘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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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업무에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친해져서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과제Ⅱ

예시

1		저는	제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이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2		제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특히	컴퓨터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3		저는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서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9과 ·  자동차에 탈 때에는 먼저 안전띠를 
매세요 p214

어휘 

1		1)	좌회전		2)	노선		3)	우회전		4)	안전띠를	매다

2		1)	대면		2)	어기지		3)	환승했다		4)	운행한다

문법 (-는 바람에) 

연습Ⅰ		

1	오는	바람에	

2	쏟는	바람에	

3	부는	바람에	

연습Ⅱ	

1	잃어버리는	바람에	숙제를	못	했다

2	놓치는	바람에	집까지	걸어갔다

3	남는	바람에	며칠	동안	그	음식만	먹었다

문법 (-을 뻔하다) 

연습Ⅰ	

1	넘어질	뻔했다

2	찾을	뻔했다

3	울	뻔했다

연습Ⅱ	

1	어제	밤을	새서인지	졸려	죽을	뻔했어요

2	조금만	늦었으면	기차를	못	탈	뻔했어요

3	낮에	운전하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어요

듣기 

1	④
2	④	

3	③

부가 문법 (-는 다니) 

연습Ⅰ

1	먹는다니

2	재미있다니

3	된장찌개라니

연습Ⅱ

1 내일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니	등산	못	갈	것	같아요

2		네.	이번	주말에	단풍이	가장	아름다울	거라니	같이	구경	

갈래요

3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음식이	맛있다니	언제	한번	같이	

가요

말하기 

연습

가:		어제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갔거든.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일찍	

출발했는데도	결혼식에	늦을	뻔했어.	

나:	부산까지	얼마나	걸렸어?

가:	보통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다니니까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4시간이면 충분한데	어제는	거의 6시간이 넘게 

걸렸어.	그때가	주말이어서인지 길이	꽉	막혔더라고.	

나:	고속 열차로 가지	그랬어?

가:		고속 열차는 비싸기도 하고 고속터미널이 우리 집에서 

더 가까워서	편하게	가려고	했지.	

나:		고속 열차가 고속버스보다 더 비싸긴	한데	고속도로는	

언제	막힐지	예상이	안	되니까	고속 열차를	이용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나:		그러게.	다음부터는	기차역까지 가는 것이 멀고 표 값이 

비싸더라도 고속 열차를	이용해야겠어.	

과제 예시

1		저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요.	보통	학교를	갈	때나	

볼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갈	때	모두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요.	

2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자주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교통	

애플리케이션으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어서	

버스가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정류장에	나가면	돼요.	

3		가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택시를	타기도	해요.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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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서	좋지만	요금이	비싸요.	

버스에	사람이	많을	때는	불편하지만	버스는	요금도	싸고	

다양한	노선을	운행해서	좋아요.	

읽기 

1	①
2	②	

3	O,		O,		X	

쓰기 

연습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긴장이	돼서	천천히 운전을 

했다.	

그런데	운전을	할수록	점점	운전에 자신감이 생겼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피곤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사차선 대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제한 속도보다 빨리 달렸다.	

그때	교통경찰이	내	차를	세웠다.	경찰이	제한 속도를  

어기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결국	집에도 빨리 못 가고 늦었고	벌금도	내야	

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아무리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제한 속도를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있다.	

과제 예시

1		언니가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속도를	내지	않았다.	

속도가	빠르면	무서워서	빨리	가지	못하겠다고	했다.	

도로의	규칙도	잘	지키는	편이었다.	

2		언니가	운전에	익숙해질수록	도로	규칙을	안	지킬	때가	

많았다.	제한	속도를	넘을	때도	있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볼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언니가	잠깐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주차하면	안	되는	도로에	주차한	

적이	있었다.	

3		언니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벌금도	

내야	했고	부모님에게	혼도	났다.	그	후부터	언니는	잠깐	

주차를	하더라도	꼭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하고	

있다.	

10과 ·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특히 
달고 맛이 좋아요 p236

어휘 

1  1)	해수욕장		2)	흙		3)	항구		4)	무역

2		1)	특산물		2)	구매했더니		3)	낭비하지		4)	고장은

문법 (마저, 까지) 

연습Ⅰ		

1 친구마저

2	노트북마저

3	용돈마저

연습Ⅱ 

1	껍질까지

2	바닥까지

3	기차까지

문법 (-어 놓다, -어 두다) 

연습Ⅰ	

1	꽂아	놓았어요

2	열어	놓고

3	해	놓았어요

연습Ⅱ

1	정리해	둔	거예요

2	끝내	두었어

3	골라	둔

듣기 

1	③
2	②		

3	O,		X,		O

말하기 

연습

제	고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향	안동은	

경상북도의 중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동 시에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주변은 풍경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안동은	현대의	도시이지만	전통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면 하회마을이	있어서	

옛날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동의	

특산물은	사과인데	안동 사과는	맛이 달기로	유명합니다.	

안동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비빔밥은	꼭	먹어	봐야	할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안동에	

오신다면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안동찜닭을	먹어보는	

사이에	안동의	매력에	푹	빠질	겁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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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예시

1	제	고향은	하동입니다.	경상남도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2		섬진강에서	나는	조개,	산에서	나는	채소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동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은	녹차입니다.

3	제	고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향	하동은	경상남도	가장	서쪽에	있습니다.	하동의	

북쪽에는	지리산이	있고	남쪽에는	남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릅니다.	강과	산,	바다가	

있어서	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섬진강에서	나는	조개,	

산에서	나는	채소,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동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은	

녹차입니다.	하동은	산과	강이	있어서	품질이	좋은	

녹차를	생산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섬진강의	조개로	만든	‘재첩국’과	

지리산의	채소로	만든	‘산나물비빔밥’은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동에	오신다면	산과,	바다,	

강을	둘러보고	하동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사이에	

하동의	매력에	푹	빠질	것입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 문법 (-는 사이에) 

연습Ⅰ	

1	하는	사이에

2	노는	사이에

3	기다리는	사이에

연습Ⅱ

1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졌어요

2		버스에서	잠깐	조는	사이에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3	아이가	자는	사이에	설거지를	했어요

읽기 

1	④
2	④
4	④

쓰기 

연습

각	고장마다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좋아서	유명한	특산물이	

있다.	한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는	한국에서	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제주도는	땅이	좋고	

맑고 깨끗한 물과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맛 좋은 

귤이	생산된다.	제주도 귤은	껍질이 얇고 씨가 없으며 

달콤하고 맛있어서	옛날에는	왕에게	선물로	드리기도	

했다.	제주도에서는	겨울철에	귤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귤 따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직접 딴 

귤을 먹어볼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	

제주도에	가면	귤 박물관에 방문하여 귤을 재료로 케이크나 

쿠키 만들기 체험을 해 볼	것을	추천한다.	또한	요즘은	

제주도 귤로	음료수나 과자, 그리고 귤로 만든 초콜릿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과제 예시

1	우리	고장	금산의	특산품은	인삼입니다.	

2		금산에서는	가을에	금산	인삼을	알리기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는	인삼밭에서	인삼을	직접	캐	

볼	수도	있고	금산	인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3		금산	인삼을	넣어서	만든	삼계탕과	인삼	튀김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금산	인삼으로	과자와	커피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인삼	내면과	같이	새로운	메뉴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제 	

과제Ⅱ

예시

1		내가	사는	곳에서	차로	1시간	30분쯤	가면	대천	

해수욕장이	있어요.	대천	해수욕장은	여름에	머드	축제를	

해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고장이에요.	

2	대천	해수욕장은	한국의	서해안에	있어요.		

3		대천	해수욕장에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기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어요.		

4		대천의	특산물로는	김이	있어요.	대천	김은	맛과	품질이	

좋아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한대요.	대천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해요.	대천에는	해산물	시장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어요.	

11과 ·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p260

어휘 

1		1)	환전		2)	출금		3)	입금		4)	인터넷	뱅킹

2  1)	예금		2)	계좌	번호		3)	공과금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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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에 따라) 

연습Ⅰ		

1	온도에	따라

2	성격에	따라

3	계절에	따라

연습Ⅱ		

1	문화에	따라	요리	방법이	다양하다

2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공이	결정된다

3	식생활에	따라	건강이	바뀐다

문법 (-는 줄) 

연습Ⅰ		

1 아는	줄

2	많은	줄

3	바쁜	줄

연습Ⅱ		

1	만들	줄	알아요

2	탈	줄	알아요

3	읽을	줄	알아요

듣기 

1	①
2	④
3	④

부가 문법 (만 같아도) 

연습Ⅰ

1	평일만	같아도

2	일본만	같아도

3	김밥만	같아도

연습Ⅱ		

1	서울만	같아도

2	너만	같아도

3	10년	전만	같아도

말하기 

연습

직원:	어서	오십시오.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습니까?

후안:	안녕하세요.	돈을 송금하러	왔는데요.

직원:		번호표를	뽑으신	후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창구에서	

번호를	불러	드립니다.

후안:	네.	감사합니다.

은행원:	(잠시	후)	21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후안:		안녕하세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송금하려고	

왔어요.

은행원:		네.	여기에	받으실 분의 성함, 은행, 계좌 번호, 

보내실 금액을	써	주세요.	아래	서명도	해	주세요.

후안:		네.	돈을 조금 빨리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요?

은행원:		일반 계좌 송금과 빠른 계좌 송금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후안:	그럼	빠른	계좌	송금으로	해	주세요.

은행원:		(잠시	후)	여기	송금 영수증	받으시고요.	수수료는	

오천	원입니다.	

읽기 

1	③
2	④
3	④

쓰기 

연습

얼마 전에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친구에게 계좌 

번호를 받았다.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후에 친구의	

계좌	번호로	돈을	보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친구가 왜 돈을 

보내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틀린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직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며칠	뒤	돈을	

송금	받은	사람이	나의	실수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내 친구는	사람에	따라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송금을	할	때	여러	번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음부터	송금하기	전에	계좌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2과 ·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p284

어휘 

1 	
1)	내용물	-	상자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물건

2)	우편물	-	보내거나	받는	편지나	소포

3)	집배원	-	편지나	소포를	배달하는	사람

4)	항공편	-	비행기로	편지나	물건을	보내는	것

2		1)	배송할		2)	발송인		3)	물품		4)	늦어질

문법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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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Ⅰ		

1	좋은가요

2	저렴한가요

3	얼마인가요

연습Ⅱ

1	확인하나요

2	여나요

3	무엇인가요

문법 (-든지) 

연습Ⅰ		

1)	보내든지,	보내든지

2)	방문하든지,	신청하든지

3)	만들든지,	가입하든지

연습Ⅱ

1)	묶든지

2)	시끄럽든지

3)	하든지

문법 (-으므로) 

연습Ⅰ

1	들어	있으므로

2	미끄러우므로

3	다했으므로

연습Ⅱ

1	위험이	있으므로

2	접수가	안	되므로

3	사람이	많으므로

듣기 

1	①
2	②
3	②

말하기 

연습

가: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나: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로 부산에 소포를 발송하고	

싶은데요.

가:	보내시는	소포의	내용물이	무엇인가요?

나:		티셔츠나 바지 같은 의류가	들어	있어요.	소포는 언제쯤 

도착하나요?

가:		부산 지역은 당일 배송이 가능하므로 오전에 접수하면 

오늘 저녁에 배송됩니다.	

나:	그렇군요.	요금은	얼마인가요?

가:		소포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무게를	재야	하니까	

포장한	상자를	저울	위에	올려	주세요.

과제 예시

1	우체국	소포로	한국	과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2	도쿄에	사는	친구에게	보냈어요.

3		서울에	있는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접수해서	

도쿄까지	배송되는	데	4일	정도	걸렸어요.

읽기 

1	②
2	④
3	②→	③→	①

쓰기 

연습

김슬기 집배원님을	칭찬합니다.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온	이후	매번	집배원님께	소포를	

배달	받고	있는데	항상	친절하셔서	뵐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번에	집배원님께서	문 앞에 놓아 주신 소포도	

잘	받았습니다.	사실은	소포를	보낸	친구가	포장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집배원님께서	한 

번 더 포장을 해 주신	덕분에	과자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잘	배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소포를	잘	

찾았는지	확인	문자까지	보내	주셔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항상	웃는	얼굴로	배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제 예시

1		콜택시를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면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제가	있는	곳으로	택시가	왔어요.	

2	이용하기	편리하고	좋았어요.	

3		카드로	결제하든지	현금으로	결제하든지	선택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다고	느꼈어요.

과제 

과제Ⅰ

1 외국인등록증

2 지하철	분실물	센터

3 은행에	연락해서	카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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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Ⅱ

예시

가: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	분실물	센터입니다.

나:		안녕하세요?	외국인인데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분실물을	접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나:	김세종이에요.

가:	분실한	물건이	무엇인가요?	

나:		갈색	체크무늬	지갑이에요.	지갑	안에	신분증과	신용	

카드가	들어	있어요.

가:	분실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나: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분실했어요.

가:	언제	분실하셨나요?

나:	2일	전	오후	4시쯤이에요.

가:	어떻게	하다가	분실하셨나요?

나:		저는	지갑이	바지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내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지갑이	없었어요.	

아마	지하철	의자에	놓고	내린	것	같아요.

13과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에 
알리세요 p306

	

어휘 

1  1)	불길이	번지기		2)	대피해서		3)	대처로		4)	발견하면

2  1)	요청하다		2)	잡히다		3)	느껴지다		4)	밝히다

문법 (-어 버리다) 

연습Ⅰ

1	말해	버렸어요

2 타	버렸어요

3	끊어	버렸어요

연습Ⅱ 

1	놓쳐	버렸어

2	포기해	버렸어요

3	사	버렸어요

문법 (-는다면) 

연습Ⅰ

1	많다면

2	태어난다면

3	선생님이라면

4 줍는다면

연습Ⅱ

1	나라면

2	덥다면

3	살	수	있다면

듣기 

1	①
2	③
3		O,		X,		O,			X

말하기 

연습

가:		가영아.	어제	세한시에서 큰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는	뉴스	봤어?	

나:	정말?	왜 그렇게 됐대?

가:		짐을 많이 싣고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다가 넘어졌대.	

짐을 많이 싣고 빨리 달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

나:		나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가	봐.	내가	얼마	전에	여수에 놀러 

갔는데	태풍 때문에 바다에 못 들어가게 해 놨는데도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물에 빠질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가:		그러게.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지.

부가 문법 (이든) 

연습Ⅰ

1	커피든	주스든

2	지훈이든	지연이든

3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연습Ⅱ

1 언제든

2	어느	방이든

3	어디든

읽기 

1	②
2	③
3	③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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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지난	가을에 나는 가족과 단풍 구경을 하러 설악산에 등산을 

갔다.	버스를	탄	후에	산에서 단풍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우리가 탄 버스가 앞차와 사고가 나 버린	것이었다.	동생이 

의자에 머리를 부딪쳐서 구급차를 타고 근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단풍 구경을 못 해서	아쉬웠지만	사고 

직후에 동생이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잘 받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내년 가을에 등산을 가게 된다면 

기차를 타고	가야겠다.

14과 ·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걸요?
 p328

어휘 

1		1)	팔꿈치		2)	손목	3)	허벅지			4)	엉덩이		5)	발바닥

2		1)	돌리세요		2)	뻗으세요		3)	벌리세요		4)	굽히세요

문법 (-을걸) 

연습Ⅰ		

1	안	좋을걸요

2	풀릴걸요

3	붐빌걸요

4	내일일걸요

연습Ⅱ

1 받을걸

2	들을걸

3	따라갈걸

문법 (-던데2) 

연습Ⅰ 	

1	안	계시던데

2	어렵던데
3	작품이던데

연습Ⅱ

1	팔꿈치가	아프던데

2	자세가	좋던데

3	약을	먹던데

듣기 

1	②
2	②
3	②

부가 문법 (이라도) 

연습Ⅰ

1	선풍기라도

2	축구	게임이라도

3	산책이라도

연습Ⅱ

1 주스라도

2	지금이라도

3	한	개라도

말하기 

연습	

가:		사비나	씨,	항상	자세가 바르던데	비결이	뭐예요?	전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고민이거든요.

나:		그건	아마	평소에 앉는 자세가 나빠서	그럴걸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요가를 

배웠더니	지금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됐어요.

가:		그렇군요.	저도	헬스클럽에	다니고	싶긴	한데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시간이	안	나요.

나:		그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라도	

해	보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대신에	허리를 펴고 두 

발바닥을 땅에 대고 앉기만	해도	바른 자세가 된대요.

과제 예시

1		배드민턴을	친	적이	있어요.	배드민턴을	쳤더니	체력이	

좋아졌어요.

2		물병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두	손에	500리터	

물병을	하나씩	들어요.	그리고	두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면	돼요.	

3		이	운동을	꾸준히	하기만	하면	팔에	근육이	생길	수	

있어요.

읽기 

1	④
2	③→②→①

3 ④

쓰기 

연습

집에서	쉽게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을	못	한다고	하던데	

그럴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스트레칭이라도	해	보세요.	

이	스트레칭은	침대	위에서	할	수	있고,	배와 허리	근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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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지는	동작입니다.

①	먼저	바닥에	똑바로	엎드립니다.

②		두 팔을 앞쪽으로 뻗고 허벅지와 다리는	바닥에	

붙입니다.

③		그	다음	숨을	깊게	쉬면서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천천히	

머리와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	자세로	30초간	

유지했다가	가슴을 다시 바닥 쪽으로	내려	줍니다.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팔꿈치를 살짝 굽혀 줘야	하며	목이 

어깨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제 예시

1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면	목이	아프고	뼈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알려	드리는	스트레칭이라도	

해	보세요.	이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고	목의	

근육이	강해지는	동작입니다.

2		먼저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	앞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다음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왼쪽	어깨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	자세로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돌립니다.

3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목을	천천히	돌려	줘야	하며	너무	

무리하지	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제 

과제Ⅰ

1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

2	그늘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

3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해야	한다.

과제Ⅱ

예시 

1		무거운	기구를	들다가	놓쳐	버리는	경우	발을	다치거나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2	운동을	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3		부상에	따라	맞는	대처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산에	등산을	갔다가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면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잠시라도	쉬는	것이	중요하고,	화상을	입는다면	

상처를	물로	가볍게	씻은	뒤에	냉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아요.

15과 ·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p354

어휘 

1		1)	제때		2)	카페인		3)	불면증		4)	복통

2	
1)	과거의	모습을	고쳐서	더	좋아지게	함

2)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음

3)	몸의	무게

4)	문제가	없어짐

문법 (-는 모양이다) 

연습Ⅰ 

1 굽는	모양이에요

2	아픈	모양이에요

3	같은	모양이에요

연습Ⅱ		

1	올	모양이에요

2	찍을	모양이에요

3	먹은	모양이에요

4	잔	모양이에요

문법 (-는 듯) 

연습Ⅰ		

1	추는	듯이

2	있는	듯이

3	아는	듯이

연습Ⅱ  

1	만나는	듯이

2	나는	듯이

3	떠나는	듯이

듣기 

1	①
2	③
3	①

부가 문법 (-다시피) 

연습Ⅰ 

1	알다시피

2	말씀드리다시피

3	들었다시피

연습Ⅱ 

1	새우다시피

2	살다시피

3	만나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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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연습

가: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나: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아파서요.	바늘로	찌르는	듯이	

무릎이 아프고 잘 걷지 못 하겠대요.	누워만	있는	게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가:	그렇군요.	언제부터	그랬대요?

나:		예전부터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요즘 더 통증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가:		무릎 통증이 심하면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약을	드릴	테니	다	드신	후에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해	주세요.

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읽기 

1	①
2	④
3	③

쓰기 

연습

나는	음식을 짜게 먹는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잘 씹지 않고 삼킨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항상	소금을 더 달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목이 자주 마르고 머리가 아팠다.	

처음에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머리가 아팠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음식에 소금이 없는 듯이 소금을 더 

넣어 짜게 먹는	것이	문제였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나쁜	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야겠다.

16과 ·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p384

어휘 

1  1)	소독을		2)	발열		3)	제거		4)	전염이

2		
1)	음식을	조리하다

2)	예방	접종을	하다

3)	살균을	하다

4)	수칙을	지키다

문법 (-어 대다) 

연습Ⅰ	

1	찍어	대요

2	불러	대요

3	닦아	대요

연습 Ⅱ

1	먹어	대면

2	떨어	대서

3	졸라	대도

문법 (으로 인하여) 

연습Ⅰ		

1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2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3	텔레비전	방송으로	인하여

연습Ⅱ	

1	태풍으로	인한

2	세균	감염으로	인한

3	스트레스로	인한

듣기 

1 ③
2	④
3	②

부가 문법 (는다거나2) 

연습Ⅰ

1	받는다거나

2	맛있다거나

3	마신다거나

연습 Ⅱ

1	배고프다거나	먹기	싫다거나

2	회의라거나	운전	중이라거나

3	좋은	사람이라거나	나쁜	사람이라거나

말하기 

가:		엄마.	침실 청소	다	했어요.	거실	청소	끝났으면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와,	깨끗하게	잘했네.	그런데	침대도	청소했지?

가:		특별히	청소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이나	이불을 털어	

줘서	깨끗할걸요.

나:		이불만 털어	대는	건	별로	위생적이지	않아.	침대는	

사람이 자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습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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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가 잘 생긴대.	그래서	다른	곳보다	더	청결하게	

관리해야	돼.	우선	이불을 햇볕에 말려	줘.	그리고	

매트리스 커버를 벗겨서 뜨거운 물로 세탁하도록	

해.	마지막으로	매트리스 위에 쌓인 먼지를 청소기로 

제거해야	돼.

과제 예시

1	저는	집을	청소할	때	특히	창문을	신경	써서	청소해요.	

2		창문은	사람의	손이	자주	닿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로	인해서	창문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3		사람들은	창문을	청소할	때	젖은	수건으로만	닦아	

대요.	하지만	창문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	대는	건	별로	

위생적이지	않아요.	우선	창문	유리와	창틀에	세정제를	

충분히	뿌려	주세요.	그리고	신문지를	사용하여	유리창에	

묻은	때와	창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	줘야	돼요.

읽기 

1	①
2	②
3	O,	O,	X

쓰기 

연습

일상생활에서	많이	걸리는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다.	이	병에	감염되면	발열이 계속되고 설사를 하게 된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로	

인해	감염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둘째,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을 끓여 마셔야 한다.	셋째,	

여러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는다.

만약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음식을 만지거나 

조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과제 예시

1.		일상생활에서	많이	걸리는	감염병으로	A형	감염이	있다.	

이	병에	감염되면	발열이	나고,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게	

된다.	

2.		A형	감염은	주로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전염된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로	인해	

감염된다.

3.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둘째,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한다.	셋째,	A형	감염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만약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소독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다.

과제 

과제 1

1	③
2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유산균으로	인해	소화가	잘	

된다.

과제Ⅱ

예시

1 건강식품으로	‘된장’이	있어요.

2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해	줘요.	그리고	간	기능	회복과	해독에	좋다고	해요.	

또	된장	속에	들어	있는	영양소가	빨리	늙지	않도록	

노화를	방지해	줘요.

3  된장의	재료는	메주예요.	메주는	삶은	콩을	발효해서	

만듭니다.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을	넣고	된장을	

만들어요.	

17과 · 새벽에 자주 깨는 통에 잠을 못 자요
 p410

어휘 

1		1)	처방		2)	증상		3)	현상		4)	질병

2		
1)	사람이	죽음

2)	근육이	아픈	것

3)	할	수	없음

4)	피부에	생기는	병

문법 (-나 싶다) 

연습Ⅰ	

1	먹나	싶어요

2	괜찮은가	싶어	/	괜찮나	싶어

3	사실인가	싶어

4	오나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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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Ⅱ 	

1	만들었나	싶어요

2	적은가	싶었는데	/	적나	싶었는데

3	마나	싶었는데

문법 (-으려야) 

연습Ⅰ		

1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앉으려야	앉을	수가	없어요

2	그	식당은	워낙	유명해서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어요

3	내일	결혼식	때문에	긴장돼서	잠을	자려야	잘	수가	없어요

연습Ⅱ		

1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었어

2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어

3	하려야	할	수가	없었어요

듣기 

1	①
2	④
3	④

부가 문법 (-는 통에) 

연습Ⅰ

1	친구가	밤새	코를	고는	통에	제대로	못	잤어요

2		산불이	자주	나는	통에	그	산에	남아	있는	나무가	얼마	

없어요

3	전화가	울려	대는	통에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연습Ⅱ

1	먹어	대는	통에

2	하는	통에

3	고장	내는	통에

말하기 

연습

가:	가영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나:	어제	냉동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조금 아파.

가:	어떡해.	얼른	병원에	가	봐야겠다.

나:	응,	그런데	냉동 음식을 먹었는데	왜	배가 아플까?

가:		잠깐만	내가	인터넷에	한	번	찾아볼게.	(잠시	후)	

냉동식품은 먹기 간편하고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잘못 보관하면 상할 수 있다고	하네.

나:		뭐?	정말?	나는 음식 관리를 잘 못하는데	이제	걱정돼서	

냉동식품 못 먹겠다.

가:		잠깐만.	한 번 녹은 냉동식품을 다시 얼리지 않고 빨리 

먹으면	문제가	없대.	너	바로 안 먹었어?

나:		바로 먹으려고 냉장고에서 꺼내 놨는데	손님이 갑자기 

오는	통에	바로 먹으려야 먹을	수가	없었어.	

가:		어쩐지.	다음부터	냉장고에서 꺼낸 후에 바로 먹으면	

문제없을	거야.

읽기 

1	②
2	②
3	④
쓰기 

연습

얼마	전부터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	

우울한	마음이	자꾸	커지는	통에	혼자	해결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우울증인가	싶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큰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악기가	놓여	있었다.	상담	선생님은	나에게	인사를	하더니	

해보고 싶은 악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연주해	보라고	했다.	

내가	연주를 끝내자	상담	선생님은	나의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면서	나의	심리	상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악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다.

18과 ·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p432

어휘 

1  1)	성적표를		2)	입시를		3)	교재는		4)	담임

2		1)	유리		2)	강조		3)	암기		4)	지도

문법 (-고 보다) 

연습Ⅰ	

1 사고	본다

2	듣고	봅시다

3	시작하고	보

연습Ⅱ  

1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2	옷을	입고	보니

3	책을	읽고	보면

문법 (-기에) 

연습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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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떨어졌기에

2	입학하기에

3	흘리기에

연습Ⅱ  

1	돌아오지	않기에

2	즐거움을	느낄	수	없기에

3	도와줄	사람이기에

듣기 

1	④
2	③
3	②

말하기 

연습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를	먼저	졸업한	선배로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학교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	도서관에 자주 가서 되도록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력과 

표현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양 수준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발전하는 단계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예시

1		저는	학교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친구를	많이	사귀면	여러	사람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던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게	되고	진로를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해서는	교과목	이외의	취미를	

찾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장하는	중이기에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읽기 

1	②
2	④
3	③

부가 문법 (에 의하여) 

연습Ⅰ		

1	과학자들에	의하여

2	추천에	의하여

3	노력에	의하여

연습Ⅱ		

1	일기	예보에	의하면	올겨울은	작년보다	추워진다고	한다

2	인구	조사에	의하면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3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쓰기 

연습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보니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요즘은	

학생일	때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평생	배워야	한다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수준 높은 

의료 기술에	의해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능을 꾸준히 개발해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중	하나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문화 예술 

교육이다.	문화 예술 교육을 받으면 스포츠 댄스나 악기 

연주 등 새로운 취미 활동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을 취미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은퇴한	성인들이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과제 예시

1		요즘은	학생일	때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평생	배워야	

한다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학습해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그래서	나는	미래에	은퇴	후에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을	

배우고	싶다.

3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프로그램들의	사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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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과제 

과제 1

1	상처를	소독하거나	비상	약을	받으러	보건실에	갔어요.

2		고민이	있거나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할	때도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과제Ⅱ

예시 

1		먼저	학교에	보건실이	꼭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꼭	

필요하다’고	대답한	학생이	49.4%였고	‘없어도	된다’고	

대답한	학생이	17.1%였으며	기타가	33.5%로	나타났다.		

2		주로	무슨	일	때문에	보건실에	가는지	질문했더니	

학생들은	상처	소독하기,	비상	약	받기,	휴식하기,	키나	

몸무게	확인하기	순으로	대답했다.	

19과 · 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p456

어휘 

1		1)	개인	교습		2)	기초		3)	의욕		4)	필기

2 	
1)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에게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2)	시험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혀서	받은	점수예요

3)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4)	실력이	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문법 (-고자) 

연습Ⅰ			

1 드리고자

2	받고자

3	지키고자

연습Ⅱ   

1	배우고자

2	뵙고자

3	알리고자

문법 (-커녕) 

연습Ⅰ  

1	제주도커녕

2	전화커녕

3	에어컨커녕	

연습Ⅱ 	

1	휴가는커녕

2	등산은커녕

3	해외여행은커녕

듣기 

1	③
2	O,	X,	O
3	④

말하기 

연습

가:		얼마	전에	꽃꽂이를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좋은	학원을	찾기가	어려워서	포기했어.		

나:		꽃꽂이 개인 교습을 한번 받아	봐.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대.

가:	꽃꽂이 개인 교습?		

나:		응.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배우고	싶어서	개인 

교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가:		나는	꽃꽂이는커녕	꽃 이름도 잘 모르는데	나처럼	

실력이	안	좋은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을까?

나:		실력이	안	좋으니까	실력을	늘리고자	배우는	거지.	조금	

서툴러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들어야	금방	실력이	늘어.	

부가 문법 (-고 들다) 

연습Ⅰ	

1	비판하고	드

2	감싸고	들었어요

3	우기고	들어서

연습Ⅱ 	

1	가르치려고	들어서

2	누우려고	들어서요

3	시키려고	들어서요

읽기 

1	④
2	①
3	X,	X,	O

쓰기 

연습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활동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교육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간섭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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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놓아두고자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날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정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학습 활동 후에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아이가 그 과정을 

스스로 해내고 그 활동을 좋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0과 ·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p478

어휘 

1		1)	사무직		2)	전문직		3)	예술가		4)	사업가

2		1)	이롭다		2)	분석해서		3)	대체할		4)	운반하는

문법 (-을 따름이다) 

연습Ⅰ 

1 미안할	따름입니다

2	있을	따름입니다

3	직원일	따름인

연습Ⅱ 	

1	공부했을	따름입니다

2	추측할	따름입니다

3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법 (-는 한) 

연습Ⅰ		

1	있는	한

2	바꾸지	않는	한

3	줄이지	않는	한

연습Ⅱ 	

1	그치지	않는	한

2	포기하지	않는	한

3	발전하는	한

듣기 

1	②
2	X,	X,	O
3	①

부가 문법 (으로써) 

연습Ⅰ  

1	대화로써

2	광고로써

3	교육으로써

연습Ⅱ  

1	홍보	수단으로써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2	미술	도구로써	붓과	먹을	사용한다

3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 

가:		선배님,	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	돼요.	

동기들이 취업하는 걸 보니까	마음만	급해질	따름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나:		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건축 디자이너는	어때?	건축학이	

적성에	잘	맞았잖아.

가:		제가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걸 좋아해서 건축학이 

적성에 맞기는	해요.	그런데	건축 디자이너	직업은	팀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가 

많은	일이라서	제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성적인	

편이어서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미래는	될 수 있는	한	혼자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정하면	제	꿈을	실현하기	힘들까	봐	

걱정이	돼요.

과제 예시

1		저는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졸업할	때가	되니	

마음만	불안할	따름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경제학은	읽어야	할	책도	많고	공부	내용도	어렵고	

딱딱해서	지루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2		저는	감성적인	편이어서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미래는	할	수	있는	한	예술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3		제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정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까	봐	걱정이	돼요.

읽기 

1	③
2	
1차	산업-농부

2차	산업-공장	근로자	

3차	산업-연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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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④
쓰기 

연습

내	장점은	논리적이라서 수학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뛰어나서 기계를 잘 다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으면	할	수	있는	한	동료들을 잘 이끌어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나에게는	기계를 

다루고 제품을 개발하는	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장래에	

로봇 기술자가	되고	싶다.	로봇 기술자는	인공 지능과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이로운 로봇을 

개발하는	직업이다.	로봇 기술자가	되려면	컴퓨터 공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고 전기 관련 자격증도 따는	것이	

좋다.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실제로	갖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저	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따름이다.

과제 예시

1		내	장점은	상상력이	좋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재주가	뛰어나서	재미있는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으면	할	

수	있는	한	책임을	갖고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한다.	

2		이러한	장점을	가진	나에게는	드라마	대본을	쓰는	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장래에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다.	

3		드라마	작가는	텔레비전	드라마에	필요한	대본을	

작성하여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직업이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문학	관련	학과에	

진학하거나	방송	작가	교육	과정을	받는	것이	좋다.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실제로	갖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저	내가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과제  

과제Ⅰ

1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조언을	받으려고

2	①
과제Ⅱ

예시

1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전망과	보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아무리	적성에	잘	맞아도	전망과	보수가	좋지	않다면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3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이라도	내가	잘할	수	없다면	직업으로	갖기	힘들	것	

같아요.

과제 Ⅲ

예시

박진호	학생,	안녕하세요?	

박진호	학생은	좋아하는	일을	찾았지만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이라도	

보수나	전망이	좋지	않는	한	직업에서	만족감	얻기	

힘들어져요.	행복하기는커녕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진로를	정할	때는	

적성뿐만	아니라	그	직업의	전망이나	보수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일이라도	

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일을	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림과	관련된	직업은	화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술관	

큐레이터,	영화	미술	감독,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있어요.	먼저	여러	가지	직업을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직업이	있는지	평가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박진호	학생이	좋아하는	그림	관련	일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직업으로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