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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몽골, 중국, 미국 3개국 13개소로 문을 연 세종학당은 2013년 52개국 120개

소로 늘어났고, 그로부터 7년 후인 2020년 현재, 76개국 213개소에서 전 세계 학습자

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학당은 양적인 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세종학당의 

기본 교육 과정 및 교재 보급, 한국문화 보급, 교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질적인 성장

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세종학당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의 도입일 

것입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온라인 세종학당 플랫폼 통하여 전 세계 학습자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 조치 속에서도 꾸준히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

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는 온라인 세종학

당 플랫폼(https://www.iksi.or.kr/)에서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 온

라인 학습 과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어 교

육 전문가들이 집필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는 전 세계의 세종학

당 학습자는 물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한국어·한국 문화 대표 보급기관’인 재단의 설립 취지의 맞게 세종학당재단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이어나가고, 더 많은 곳에 한국어와 한국 문

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

이버 한국어 초급 1, 2>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자,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전 세계의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전 세

계 세종학당이 ‘세계 속의 작은 한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세계는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은 세종학당을 통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재욱 교수님을 비롯하여 개

발에 참여해 주신 집필진 및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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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향유하려는 계층이 두터

워지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로 촉발된 잠재적 학습자를 실제적인 학습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원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이들에게 배움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사이버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누릴 만한 시대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라인의 화면과 오프라인의 지면을 읽어 내려가는 방식에는 차이

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글자를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온라

인 학습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라인 세종학당 사

이버 한국어 초급 1, 2>는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온라인 세종학당을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

습자를 위한 책으로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를 오프라인 교육 자료로 구현하고 있습

니다.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급 문법 90개를 모두 다루고 있어 한국어 집중 과정에 준합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한 

본 교재는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급 

학습자들이 핵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 문법 설명을 추가하여 학습이 보

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습 단원을 두어 누적된 학습을 확인하고 성취 정

도를 파악하면서 학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재가 완성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님 이하 관

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수학습 환경에 적합한 교재를 만들기 위

한 책임감을 갖고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콘텐츠 개발에서부터 함께 수

고해 주신 강남욱·김현진·김호정·이미향·이승연·이정연·진정란 교수님과 집

필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개발에 함께해 주셨

던 심혜령 교수님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교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스톰미디어 관계

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교재가 전 세계의 세종학당과 온라인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을 경험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저자 대표 김재욱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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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Preface 

The King Sejong Institute – which first opened its doors with 13 locations in 

Mongol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2007 – has expanded to 120 locations in 

52 countries by 2013. In 2020, seven years later, the King Sejong Institute is teach-

ing learners from all over the world at 213 locations in 76 countries. As the institute 

achieves quantitative expansion, it is also realizing qualitative improve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basic curricula and textbooks, rising popularity of Korean cul-

ture, and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teaching staff.

One of the biggest change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this year is the introduc-

tion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platform. The institute has provided support 

so that learner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keep learning Korean through the Sejong 

Institute online platform while remaining under quarantin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newly introduced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1, 2> 

is designed to be used together with “Online Korean Basics 1, 2,” which is a course 

that can be taken online on the King Sejong Institute platform (https://www.iksi.

or.kr/). Written by the best experts in Korean education, the textbook will not only 

aid learners in the King Sejong Institute, but also help foreigners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and Korean culture become a bit more familiar with Korea and its 

culture.

In keeping with the spirit of establishment of our institute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the supply of Korean language/culture,” the King Sejong Institute is 

pursuing constant change so that learners can continue their interest and passion 

for Korean and to sprea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more places. We believe 

that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1, 2> is the starting point of these 

changes as well as the beginning of promot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 in-

stitute will maintain the initiative to take root as a “small Korea around the world,” so 

that the world can understand Korea as Korea communicates with the world through 

the King Sejong Institute.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many teachers who have helped us de-

velop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1, 2>. I would also like to thank 

Professor Kim Jae-uk of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writing staff, 

and those who participated in creating this textbook.

 December 2020

 Kang Hyun-hwa, President of K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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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ntroduction 

As the status and popularity of Korea increases, the number of people wishing to 

enjoy the language and culture of Korea is ever increasing. To turn potential learners, 

who have been stirred by cultural interactions, into actual learners it is ideal to provide 

teaching at the right moment, without missing out on the timing to do so. Fortunate-

ly, our society currently meets the periodic needs for establishing an online teaching 

environment and provides the basis for enjoying such conveniences. 

Nonetheless, there is said to be a difference in the method of looking at a screen 

online and reading offline. As the human brain displays disparities in recognizing 

texts, efforts are required in conducting online and offline learning at the same tim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1, 2> was developed as the first step of 

such approach.

This textbook is for learners wishing to learn Korean easily and in a fun way using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platform, therefore “Online Korean Basics 1, 2” is 

also created as an offline learning material. “Online Korean Basics 1, 2” covers all 90 

basic Korean grammar specified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 Korean Education 

Curriculum, so it is ideal as a focused Korean curriculum. This textbook was devel-

oped based on these standards, so it includes all the content from “Online Korean 

Basics 1, 2” while also adding vocabulary, expressions, and grammar descriptions that 

novice learners can utilize for further their studies. Additionally, a review chapter has 

been added so that learners can check their learning progress and achievements in or-

der to enhance their learning experience.

I am deeply grateful to Chairman Kang Hyun-hwa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and to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his textbook. I would also 

like to thank professors Kang Nam-uk, Kim Hyun-jin, Kim ho-jung, Lee Mi-hyang, 

Lee Seung-yeon, Lee Jeong-yeon and Jin Joeng-ran and all the authors who have put 

in immeasurable efforts to create textbook suitable for a new teaching environment. 

Furthermore,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professor Shim Hye-ryeong who 

have participated from the development of “Online Korean Basics 1.” Lastly, I thank 

Stormmedia who have enhanced the level of completion of this textbook. 

We hope this textbook can help learners – who wish to experience Korea through the 

King Sejong Institute – learn Korean in a fun way, both online and offline. Thank you.

 December 2020

 Lead author Kim Ja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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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재는 온라인 세종학당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한국어 학습자가 상호주의

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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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 본 교재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1급의 도달 목표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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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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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어 대화의 실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본 교재는 유창성과 정확성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한국어에 관한 언어 지식과 

언어 기술 항목을 고르게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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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러두기

집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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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재는 초급 과정의 첫 단계로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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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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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로 묶인 어휘와 표현, 문법 항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언어 

지식 학습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연습 활동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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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배우기)’에서 배운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듣기와 말하기 과제를 수행합니다. 

‘읽고 쓰기’는 읽기와 쓰기 과제를 수행합니다. ‘과제’는 학습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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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습니다. 

●  영어 번역을 병기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번역어는 한국어의 기본 

의미를 잘 나타내는 어휘로 선정하였습니다. 

●  본 교재에서 제시한 목표 문법은 ‘온라인 세종학당 초급 1’과 ‘온라인 세종학당 초급 2’

에서 각 44개와 46개로, 총 90개입니다. 또한 본 교재에서 제시한 목표 어휘 및 표현

은 ‘온라인 세종학당 초급 1’의 경우 288개, ‘온라인 세종학당 초급 2’의 경우 251개, 

총 539개입니다.

교재 내용 구성



10    

●  This textbook has been written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goals of the online 

King Sejong Institute so that Korean learners can understan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rom an interactive perspective. 

●  This textbook fully contains everything specified in the “Online King Sejong Acad-

emy Korean Basics Curriculum” develop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Korean Education Curriculum (2017).” 

●  This textbook conforms to the achievement goals for class 1 of the International 

Korean Standard Education Curriculum. 

●  This textbook adopts a modular structure made up of 2 parts so that it can be flex-

ibly us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classes taken. 

●  The vocabulary and grammar used in this textbook were systematically integrated 

after examining the frequency of use and context to render realness to the conver-

sations.

●  This textbook uniformly includes information on Korean language and linguistic 

techniques so that the learner can improve both fluency and precision while learn-

ing.

●  The content and activities in this textbook were structured considering the cogni-

tion and learning strategies of adult learners to provide an efficient learning experi-

ence. 

집필 방향 Writing Intentions

일러두기 Writing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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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extbook chose 20 units from “Online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1” and 

“Online Sejong Institute Korean Basics 2” as the first step of the basic course. 

●  “Part 1 (Learning)” aims to teach the language according to the learning objectives; 

it is designed to enable learning vocabulary, expressions, and grammar associated 

with a topic word. Additionally, exercises are included, so learning the language is 

integrated into the curriculum. 

●  “Part 2 (Try it Yourself)” is divided into “Listen and Speak”, “Read and Write”, 

and “Exercise.” “Listen and Speak” uses the language knowledge you learned in 

“Part 1 (Learning)” to carry out listening and speaking exercises. “Read and Write” 

gives you reading and writing exercises. “Exercise” lets you experience real-life con-

versations using what you have learned so far. 

●  There is a comprehensive review unit included after every 5 units so that the learner 

can review the vocabulary and grammar learned in the previous unit. 

●  An English translation has been included with the original text to aid in under-

standing. Words that represent the basic meaning of the Korean well were selected.

●  The target grammar provided in the textbook comes to a total of 90; 44 from “On-

line King Sejong Academy Korean Basics 1” and 46 from “Online King Sejong 

Academy Korean Basics 2.” Additionally, the target vocabulary and expressions 

provided in this textbook are 288 for “Online King Sejong Academy Korean Basics 

1” and 251 for “Online King Sejong Academy Korean Basics 2,” totaling 539. 

교재 내용 구성 Textbook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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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의 단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Part1(배우기) Part2(해 보기) Part3(복습)

어휘	및	

표현

문법	1	
문법	2

어휘	및	

문법	연습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과제

종합	문제

(5단원마다)

단원과	관련된	

그림을	통해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활성화합니다.

단원의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어를	중심으로	

학습	어휘들을	

보여줍니다.	

주제어는	단원마다	

2~3개입니다.	

단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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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문법의	학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1번을	통해	어휘를	

연습합니다.	

목표	문법의	사용	

예를	장면	삽화와	

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문법의	의미와	형태	

정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웁니다.	

표현은	문장이나	

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2~3개를	

제공합니다.	

문법	연습을	하며	

학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2~3번을	통해	

문법을	연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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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배우기)’에서	

다룬	주제·상황을	

구어	텍스트로	

학습하고	이해를	

확인합니다.	

‘Part	1(배우기)’에서	

다룬	주제·상황을	

문어	텍스트로	

학습하고	이해를	

확인합니다.

목표	담화와	주제에	

맞는	말하기와	

쓰기	과제를	하면서	

실제적인	구어와	

문어	의사소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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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단원을	

마칠	때마다	종합	

문제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부록으로	듣기	

지문,	모범	답안이	

수록돼	있습니다.	



16    

단원

(과)
주제 제목

Part	1(배우기) Part	2(해 보기)

어휘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1 자기소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라,	직업	①,	

자기소개
이다,	은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2 가족 회사원이	아니에요 가족,	직업	② 이,	이	아니다 가족	소개하기
가족의	직업	

소개하기

3 일상생활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일상생활,	동사	①,	

형용사	①

-습니다,

-습니까,	

을,	도

좋아하는	것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음식	

소개하기

4 학교
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동사	②,	

장소	①,	형용사	②
과,	하고,	의 학교	소개하기 교실	소개하기

5 날씨 날씨가	좋지	않아요 날씨,	계절
-어요

-지	않다
날씨	표현하기

한국의	계절	

설명하기

Part	3	종합 문제	1과~5과

6 친구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선물,	인사 에게,	한테,	만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친구에게	

편지	쓰기

7 위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장소	②,	사물,	

위치
(장소)에,에서

현재	위치에	대해	

말하기
방	소개하기

8 날짜
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숫자(한자어),	

날짜

-었-,	

(시간)에

주말에	한	일	

묻고	답하기

지난주	한	일	

일기	쓰기

9 운동 저는	수영을	못해요 운동,	부사
부터,	

-지	못하다

좋아하는	운동	

말하기

좋아하는	운동	

소개하기

10 약속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숫자(고유어),	

시간

-을까,	-읍시다,	

-고

하고	싶은	일	

제안하기
주말	계획	세우기

Part	3	종합 문제	6과~10과

초급 1 권

교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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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과)
주제 제목

Part	1(배우기) Part	2(해 보기)

어휘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11 음식
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음식,	주문,	맛	

-어서,	

-고	싶다

식당에서	메뉴를	

정하는	대화	

듣고	말하기

음식을	먹은	

경험에	대한	

글	읽고	쓰기

12 쇼핑
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물건,	쇼핑

-지만,	

보다

가게에서	선물	

추천하는	대화	

듣고	말하기

시장에서	물건	산	

경험에	대한	

글	읽고	쓰기

13 취미
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취미,	취미	활동

-을	수	있다,	

-고	있다

취미	활동에	대한	

대화	듣고	말하기

취미	활동에	대한	

글	읽고	쓰기

14 여행
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여행	활동,	

여행	장소

-기	전에,	

-으려고

여행	계획에	대한	

대화	듣고	말하기

목적에	따른

	여행지	소개에	

대한	글	읽고	쓰기

15 건강
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신체,	치료,	증상

-은	후에,	

-으세요

건강	증상에	대한	

대화	듣고	말하기

건강	비법에	대한	

글	읽고	쓰기

Part	3	종합 문제	11과~15과

16 교통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

에서,	까지	

-으십시오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	듣고	말하기

낯선	곳을	찾아간	

경험에	대한	

글	읽고	쓰기

17 집들이
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집들이,	초대

-어야	되다,	

-고요

집들이에	대한	대화	

듣고	말하기

집들이	초대에	대한	

글	읽고	쓰기

18 여가

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여가	생활,	

문화생활

-으니까,	

으로

친구와	약속하는	

대화	듣고	말하기

여가생활에	

대한	글	읽고	쓰기

19 길	찾기 저랑	같이	사러	가요 장소,	방향,	이동
-으러,	

이랑

길을	묻고	답하는	

대화	듣고	말하기

길	찾기에	대한	

글	읽고	쓰기

20 방문
어머니께서	꽃을	

좋아하세요
높임말

-으시-,	

께서

친구	집	방문	

선물에	대한	대화	

듣고	말하기

친구	집	방문	

경험에	대한	

글	읽고	쓰기

Part	3	종합 문제	16과~2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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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20
 I am from Korea

2과	 회사원이	아니에요	 36
 I’m not an office worker

3과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52
 I like dramas, too

4과	 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68
 Is this Jihun’s school?

5과	 날씨가	좋지	않아요	 84
 The weather is not good

	 종합 문제(1과~5과)	 100

6과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102
 I write a letter to my friend

7과	 지금	어디에	있어요?	 118
 Where are you now?

8과	 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134
 I met a friend on Saturday

9과	 저는	수영을	못해요	 150
 I can’t swim

10과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166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종합 문제(6과~10과)	 182

초급 1 권

목차 Contents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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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184
 I can’t eat tteokbokki because it’s too spicy

12과	 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200
 I’d like to see some sneakers

13과	 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216
 Can you do the K-Pop dance?

14과	 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232
 I’m going to travel before I go to my hometown

15과	 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248
 Get some good rest after taking the medicine

	 종합 문제(11과~15과)	 264

16과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266
 How do I get to Seoul Station from here?

17과	 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282
 What should I bring to the housewarming party?

18과	 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298
 There’s a lot of traffic, so let’s get to the concert by subway

19과	 저랑	같이	사러	가요	 314
 Let’s go buy something with me

20과	 어머니께서	꽃을	좋아하세요	 330
 My mother likes flowers

	 종합 문제(16과~20과)	 346

부록  듣기	지문	 348
 모범	답안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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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를	듣고	말할	수	있다.

●	자기소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	나라					

●	직업	①

●	자기소개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	이다

●	은

문법 Grammar



I am from Korea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	가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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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My teacher is from Korea.

러시아 Russia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I’m from Russia.

미국 United States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I’m from the United States.

베트남 Vietnam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I’m from Vietnam.

멕시코 Mexico

저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I’m from Mexico.

중국 China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I’m from China.

나라 Country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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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which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ich country are you from?

나라 country

한국, 러시아, 베트남, 멕시코, 모두 나라예요.
Korea, Russia, Vietnam, and Mexico are all countries.

사람 person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I am a person from Korea. (I am Korean)

선생님 teacher

저는 선생님이에요.
I’m a teacher.

학생 student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You’re students.

직업 Job

자기소개 Self-introduction

Part 11과ㆍ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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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안녕 Hello

안녕?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Hello?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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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Hello

안녕하십니까?
Hello?

Part 11과ㆍ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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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설명합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noun to describe it.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연습Ⅰ

명사 + 이에요/예요  Noun + 이에요/예요

1 가:	쯔엉	씨는	어느	나라	사람																											?

나:	저는	베트남	사람																											.

2 가:	이름이	뭐																											?

나:	저는	리사																											.

이다

받침	O 사람 사람이에요

받침	X 리사 리사예요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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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문장에서	주제를	말합니다.
It indicates the subject in a sentence.

쯔엉은	학생이에요.

명사 + 은/는  Noun + 은/는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연습Ⅱ

1 가:	동생									학생이에요?

나:	네,	동생									학생이에요.

은

가:	지훈	씨									한국	사람이에요?

나:	네,	저									한국	사람이에요.

2 

받침	O 선생님 선생님은

받침	X 저 저는

Part 11과ㆍ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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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the correct answers.

1) 미국

2) 한국

3) 러시아

4) 중국

5) 베트남

6) 멕시코

①

②

③

④

⑤

⑥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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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for each picture.

보기 안녕하세요                       나라                       선생님                       학생

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 이에요 예요 ?

 나:	저 은 는 	지훈이에요.	

2) 가:	지훈	씨 은 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	저는	한국	사람 이에요 예요 .

3) 가:	리사	씨는	학생 이에요 예요 ?

 나:	저 은 는 	선생님 이에요 예요 .

1) 2) 

저는																												이에요. 저는																												이에요.

3) 4) 

어느																												사람이에요? 선생님,																																	?

Part 11과ㆍ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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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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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ich country is Ga-young from?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ich country are you from?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31

2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Write the correct word in the blanks.

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the correct answers.

1) 

2) 

쯔엉이에요.

나타샤예요.

쯔엉	씨는	 선생님 학생 이에요.

① ②

대한민국 미국 베트남 러시아

Part 21과ㆍ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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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리사	씨예요.	친구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리사	씨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	씨	Mr.,	Ms.

친구	friend

영어	english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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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이지훈	씨는	선생님이에요. O X

2)	리사	씨	나라는	한국이에요. O X

3)	이지훈	씨는	미국	사람이에요. O X

4)	리사	씨는	이지훈	씨	친구예요. O X

1)	이지훈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지 훈 씨 는 사 람 이 에 요 .

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③ ④

① ②

2)	리사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리 사 씨 는 사 람 이 에 요 .

Part 21과ㆍ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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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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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o are you?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introduce yourself.

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Part 21과ㆍ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2과

●	가족	관계에	대해서	듣고	말할	수	있다.

●	가족을	소개하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가족

●	직업	②

●	이

●	이	아니다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I’m not an office worker

회사원이 아니에요

●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어요?

●	여러분	가족을	소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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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father

아버지예요.
This is my father.

어머니 mother

어머니예요.
This is my mother.

동생 younger brother/sister

동생이에요.
This is my younger brother/sister.

언니 older sister

언니예요.(나는 여자예요)
This is my older sister. (I’m a woman)

누나 older sister

누나예요.(나는 남자예요)
This is my older sister. (I’m a man)

오빠 older brother

오빠예요.(나는 여자예요)
This is my older brother. (I’m a woman)

형 older brother

형이에요.(나는 남자예요)
This is my older brother. (I’m a man)

가족 Family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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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singer

언니가 가수예요.
My older sister is a singer.

배우 actor

형이 배우예요.
My older brother is an actor.

회사원 office worker

어머니가 회사원이에요.
My mother is an office worker.

의사 doctor

아버지가 의사예요.
My father is a doctor.

직업 Job

Part 12과ㆍ회사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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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우리 가족이에요. This is my family.

가: 여기는 우리 가족이에요. This is my family.

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가: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나: 저는 리사예요. My name is Lisa.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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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뭐예요? What’s your job?

가: 직업이 뭐예요? What’s your job?

나: 저는 회사원이에요. I’m an office worker.

Part 12과ㆍ회사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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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이

문장에서	주어를	말합니다.
It indicates the subject in a sentence.

동생이	학생이에요.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연습Ⅰ

1 가:	이름									뭐예요?

나:	저는	쯔엉이에요.	

2 가:	라라	씨,	언니									학생이에요?

나:	네,	학생이에요.

3 가:	동생									선생님이에요?

나:	네,	선생님이에요.

4 가:	어머니									회사원이에요?

나:	네,	회사원이에요.

5 가:	친구									한국	사람이에요?

나:	네,	한국사람이에요	.

명사 + 이/가  Noun + 이/가

받침	O 동생 동생이

받침	X 누나 누나가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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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이 아니다

어떤	사실을	부정합니다.
It denies a statement.

저는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사람이에요.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연습Ⅱ

1 가:	나타사	씨가	미국	사람이에요?

나:	미국	사람																											.		러시아	사람이에요.

2 가:	지훈	씨	형이	회사원이에요?

나:	회사원																											.		의사예요.

3 가:	이	사람이	배우예요?

나:	배우																											.	가수예요.

명사 + 이/가 아니다  Noun + 이/가 아니다

받침	O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받침	X 누나 누나가 아니에요

Part 12과ㆍ회사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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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s.

형 누나 아버지

동생 언니 오빠

①																																			

나 ③																																			②																																			

어머니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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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직업 이 가 	뭐예요?

 나:	저는	가수예요.

2) 가:	리사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 이 가 	아니에요.	미국사람이에요.	

3) 가:	이	사람이	언니예요?

 나:	아니요.	언니 이 가 	아니에요.	

3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안녕하세요?	이름									뭐																											?

 나:	저									지훈이에요.

2) 가:	지훈	씨는	회사원																											?

 나:	아니요.	저는	회사원이																												.	

은 이에요 예요 아니에요는 이 가

Part 12과ㆍ회사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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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가족을 소개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He’s introducing his family. Listen carefully to their conversation.

부모님	parents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어요?
 Can you introduce yourself?

 여러분 가족을 소개할 수 있어요?
 Can you introduce your family?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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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나의 직업이 뭐예요?
 What job does his older sister have?

3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the question.

1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Write the correct word in the blank.

이 사람이 																											예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 저

① ②

③ ④

이 사람이 동생이에요? 

①	네.	부모님이에요.

②	네.	누나가	가수예요.

③	아니요.	동생이	아니에요.

④	아니요.	회사원이	아니에요.

Part 22과ㆍ회사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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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제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이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배우예요.	가수가	아니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회사원이	아니에요.

사진	picture

그리고	and	

대학생	university student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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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fill in the blanks.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저는	대학생이	아니에요. O X

2)	아버지는	회사원이에요. O X

3)	우리	가족은	부모님,	동생,	저예요. O X

4)	어머니는	가수예요.	그리고	배우예요. O X

저 대 학 생 이 에 요 .

회 사 원 아 니 예 요 .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 from the box for each picture.

배우가수 회사원 선생님

① ②

Part 22과ㆍ회사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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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가족이에요.
누구예요?

아버지는 
선생님이에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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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보기>와 같이 여러분의 가족을 소개해 보세요.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introduce your family.

보기

제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배우예요.	

가수가	아니에요.

																																																																																																																											

																																																																																																																						

																																																																																																																												

																																																																																																																										

																																																																																																																						

																																																																																																																											

																																																																																																																						

Part 22과ㆍ회사원이 아니에요



3과

●	-습니다/	-	습니까

●	을					

●	도

문법 Grammar

●	일상생활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	일상생활					

●	동사	①

●	형용사	①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I like dramas, too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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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song

K-POP은 노래입니다.
K-POP is a song.

음식 food

김치, 비빔밥은 한국 음식입니다.
Kimchi and Bibimbap are Korean foods.

전화 call

전화를 합니다.
I’m making a call.

드라마 drama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I like Korean dramas.

일상생활 Daily life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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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eat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I eat Korean foods.

듣다 listen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
I listen to Korean songs.

하다 do

노래를 합니다.
I sing a song.

좋아하다 like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I like Korean dramas.

가다 go

여행을 갑니다.
I go on a trip.

동사 ① Verbs ①

Part 13과ㆍ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56    

크다 big

개가 큽니다.
The dog is big.

작다 small

개가 작습니다.
The dog is small.

예쁘다 pretty

꽃이 예쁩니다.
The flowers are pretty.

좋다 good

한국 음식이 좋습니다.
Korean foods are good.

형용사 ① Adjectives ①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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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을/를 좋아하다 = (명사)이/가 좋다 like (noun)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I like Korea.

무슨+(명사) what + (noun)

무슨 노래를 듣습니까?
What song do you listen to?

표현 Expressions

Part 13과ㆍ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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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습니까

노래가	좋습니까?

노래가	좋습니다.

<보기>와 같이 쓰세요.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fill in the blanks.연습Ⅰ

보기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를	서술할	때	‘–습니다’를	사용합니다.	

질문할	때는	‘–습니까?’를	사용합니다.	격식적인	상황에서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Use ‘-습니다’ to describe a verb, an adjective, ‘이다,’ or ‘아니다.’
Use ‘-습니까?’ to ask questions. It is used in situations that shows formality.

의미

Meaning

동사, 형용사 + -습니다/-ㅂ니다, 동사, 형용사 + -습니까?/-ㅂ니까?  
Verb, Adjective + -습니다/-ㅂ니다, Verb, Adjective + -습니까?/-ㅂ니까?

받침	O 좋다 좋습니다	/	좋습니까?

받침	X 자다

형태

Form

-습니까? -습니다

먹다 먹습니까? 먹습니다

1)	가다

2)	듣다

3)	좋아하다

4)	좋다

5)	예쁘다

문 법 Grammar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59

의미

Meaning

형태

Form

문장에서	목적어를	말합니다.	동사	앞에서	씁니다.
It is used before a verb to indicate the object in a sentence.

저는	밥을	먹습니다.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연습Ⅱ

명사 + 을/를  Noun + 을/를

1 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나:	한국	노래 을 를 	듣습니다.

2 가:	지금	무엇을	먹습니까?

나:	빵 을 를 	먹습니다.	

을

받침	O 밥,	가족 밥을,	가족을

받침	X 노래,	드라마 노래를,	드라마를

Part 13과ㆍ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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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	외에	그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It indicates that something is similar to the other. There is something similar other 
than the noun in context.

가: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합니다.

나:	저도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연습Ⅲ

1 저는	학생입니다.

쯔엉	씨									학생입니다.

2 리사	씨는	빵									먹습니다.

그리고	과자									먹습니다.

도

의미

Meaning

명사 + 도  Noun + 도형태

Form
받침	O 음식,	동생 음식도,	동생도

받침	X 저,	드라마 저도,	드라마도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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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지훈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	네,	한국	사람이에요.	수미	씨 도 를 	한국	사람이에요.

2) 가:	수미	씨는	노래 을 를 	좋아합니까?

 나:	네,	좋아합니다.	드라마 을 도 	좋아합니다.

3) 가:	리사	씨,	김치 을 를 	먹습니까?

 나:	네,	김치를	먹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 을 를 	좋아합니다.

노래 밥 전화 먹다 하다 듣다

2) 

1) 

3) 

2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이	꽃이																												?	(예쁘다)

나:	네,																												.	(예쁘다)

2) 가:	지금	무엇을																												?	(하다)

나:	한국	노래를																												.	(듣다)

																											 을 를 																												.

																											 을 를 																												.

																											 을 를 																												.

Part 1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3과ㆍ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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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선생님과 리사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teacher and Lisa.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Do you like Korean food?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Do you like Korean dramas?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63

2 리사 씨는 무엇을 합니까?
 What is Lisa doing?

3 대화에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1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③ ④

① ②

리사	씨는	지금	한국	노래를																																				.

한국																					가	좋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은																					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아주																																				.

노래 드라마 재미있습니다 듣습니다

①		네,	저는	한국	노래가	좋습니다.	 ②		아니요,	그	노래가	재미있습니다.

③		네,	저도	고향	노래를	좋아합니다.	 ④		아니요,	저는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

가:	리사	씨,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까?

나:																																																																										.

Part 23과ㆍ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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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저는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비빔밥은	야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색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비빔밥을	자주	

먹습니다.

야채	vegetable	

자주	often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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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fill in the blanks.

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비빔밥은	색이	예쁩니다. O X

2)	비빔밥은	야채가	없습니다. O X

3)	저는	비빔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O X

4)	비빔밥은	한국	음식이	아닙니다. O X

여러분은	무슨	음식을	 ?	

저는	 을	제일	좋아합니다.

합니다 예쁩니다 많습니다 먹습니다

비빔밥이 왜 좋습니까?

야채가																																				. 색이																																				.

Part 23과ㆍ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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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좋아합니까?
또 무엇을 
좋아합니까?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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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고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먹습니다.

																																																																																																																											

																																																																																																																						

																																																																																																																												

																																																																																																																										

																																																																																																																						

																																																																																																																											

																																																																																																																						

Part 23과ㆍ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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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학교를	소개할	수	있다.

●	동사	②					

●	장소	①

●	형용사	②

●	과,	하고

●	의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Is this Jihoon's school?

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	여러분은	학생입니까?

●	여러분의	학교는	어때요?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70    

식당 restaurant

식당입니다.
This is a restaurant.

공부하다 study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I study Korean.

만나다 meet

리사 씨를 만납니다.
I’m meeting Lisa.

학교 school

학교입니다.
This is a school.

도서관 library

도서관입니다.
This is a library.

교실 classroom

교실입니다.
This is a classroom.

건물 building

학교, 식당, 도서관은 건물입니다.
Schools, restaurants, and libraries are buildings.

동사 ② Verbs ②

장소 ① Place ①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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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there is[are]

학생이 있습니다.
There is a student.

없다 there is[are] no

학생이 없습니다.
There are no students.

많다 a lot of

학생이 많습니다.
There a lot of students.

넓다 wide (big)

학교가 넓습니다.
The school is wide (big).

형용사 ② Adjectives ②

Part 14과ㆍ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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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따라 하세요. Repeat after me.

여러분, 따라 하세요.
Everyone, repeat after me.

질문이 있어요 I have a question.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Teacher. I have a question.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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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Teacher, I don’t know.

질문	question

모르다	do not know,	don’t understand

Part 14과ㆍ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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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과, 하고

명사 + 와/과, 명사 + 하고  Noun + 와/과, Noun + 하고

여러	사물이나	사람을	함께	말합니다.
It indicates multiple objects or people.

지훈	씨는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지훈	씨는	형하고	누나가	있습니다.

받침	O 선생님,	동생 선생님과,	동생과 선생님하고,	동생하고

받침	X 학교,	한국어 학교와,	한국어와 학교하고,	한국어하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연습Ⅰ

도서관이	있습니다.			+			식당이	있습니다.	

→	도서관														식당이	있습니다.

1

저는	나타샤	씨를	만납니다.			+			저는	리사	씨를	만납니다.

→	나타샤	씨														리사	씨를	만납니다.

2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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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앞	명사가	뒤	명사를	가집니다.	앞	명사가	뒤	명사에	소속됩니다.
It shows that the first noun possesses the second noun.
It shows that the first noun belongs to the second noun.

선생님의	개가	귀엽습니다.

가:	나타샤	씨														오빠는	회사원입니까?

나:	아닙니다.	오빠														직업은	가수입니다.

1

가:	누구															가방입니까?

나:	쯔엉	씨														가방입니다.

2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연습Ⅱ

명사 + 의  Noun + 의

받침	O 선생님 선생님의

받침	X 오빠 오빠의

의

Part 14과ㆍ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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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correct answers.

2) 학교

1) 도서관

3) 교실

4) 식당

①

②

③

④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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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니다 넓습니다  만납니다 많습니다

2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in the box.

2) 

1) 

3) 

4) 

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수미	씨 하고 의 	직업이	뭐예요?

	 나:	수미	씨는	회사원이에요.

2) 가:	쯔엉	씨,	무엇을	공부합니까?

	 나:	한국어 와 과 	영어를	공부합니다.

3) 가:	지훈	씨는	형이	있습니까?	누나가	있습니까?

	 나:	저는	형 의 과 	누나가	있습니다.

건물이 																															. 

나타샤	씨를 																															. 

한국어를 																															. 

학교가 																															. 

Part 14과ㆍ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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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학교를 소개해요. 지훈 씨와 리사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Jihun is Introducing his school. Listen carefully to Jihun and Lisa's conversation.

 여러분은 학생입니까?
 Are you a student?

 여러분의 학교는 어때요?
 How is your school?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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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훈	씨의	학교가	좋습니다. O X

2)	여기는	리사	씨의	학교입니다. O X

3)	저	건물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O X

4)	지금	지훈	씨와	리사	씨가	공부합니다. O X

2 여기는 어디입니까?
 Where is this place?

1 여기는 어디입니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Where is this place? Fill in the blank with the correct word.

저	건물은																												이에요.	

교실 식당 도서관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① ②

③ ④

Part 24과ㆍ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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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우리	교실입니다.	교실이	넓습니다.	책상하고	의자가	많습니다.	

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하고	지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	책상입니다.	저것은	리사	씨의	

책상입니다.	저와	리사	씨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책상	desk

지도	map

시계	clock

의자	chair

칠판	blackboard

컴퓨터	computer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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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

이 것 은 책 상 입 니 다 .

저 것 은 리 사 씨 책 상 입 니 다 .

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①	시계와	지도가	없습니다.

②	친구의	책상이	넓습니다.

③	저는	리사	씨와	공부합니다.

④	컴퓨터하고	의자가	많습니다.

O X

O X

O X

O X

O X

O X

2 교실에 있으면 O, 없으면 X 하세요.
 Choose O if the object exists in the classroom, or X if it doesn’t.

Part 24과ㆍ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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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학교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학교입니다.
누구와 무엇을 
합니까?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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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교실이 어떻습니까? <보기>와 같이 쓰세요.   
 How is your classroom?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우리	교실입니다.	책상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책상입니다.	

저것은	리사	씨의	책상입니다.	저와	

리사	씨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Part 24과ㆍ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5과

●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	날씨와	계절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날씨

●	계절

●	-어요

●	-지	않다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The weather is not good

날씨가 좋지 않아요

●	여러분	나라는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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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weather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Today’s weather is good.

맑다 clear

하늘이 맑습니다.
The sky is clear.

흐리다 cloudy

하늘이 흐립니다.
The sky is cloudy.

비 rain

비가 옵니다.
It’s raining.

눈 snow

눈이 옵니다.
It’s snowing.

오다 fall

눈이 옵니다.
Snow is falling.

덥다 hot

날씨가 덥습니다.
The weather is hot.

날씨 Weather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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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다 cold

날씨가 춥습니다.
The weather is cold.

따뜻하다 warm

날씨가 따뜻합니다.
The weather is warm.

시원하다 cool

날씨가 시원합니다.
The weather is cool.

봄 spring

봄입니다. 날씨가 따뜻합니다.
It’s spring. The weather is warm.

여름 summer

여름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It’s summer. The weather is hot.

가을 autumn

가을입니다. 날씨가 시원합니다.
It’s autumn. The weather is cool.

겨울 winter

겨울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It’s winter. The weather is cold.

계절 Season

Part 15과ㆍ날씨가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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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명사)이/가 어떻다 how is the (noun) 

날씨가 어떻습니까?
How is the weather?

눈이 내리다 snow

눈이 내립니까?
Is it snowing?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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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다 rain

비가 내립니다.
It’s raining.

Part 15과ㆍ날씨가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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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날씨가	좋아요.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연습Ⅰ

1 가:	날씨가																												?	(좋다)

나:	네,	하늘이																												.	(맑다)

2 가:	사과가																												?	(있다)	

나:	아니요,	사과가																												.	(없다)	

!
	덥다,	춥다의	경우	‘더워요,	추워요’로	씁니다.

	 덥다	:	덥	+	어요	=	더워요			

	 춥다	:	춥	+	어요	=	추워요
	동사,	형용사가	‘ㅏ’로	끝나면	‘가요’처럼	씁니다.	

	 ㅏ	ㅇ/	받침	X	가-	+	-아요	=	가요

	동사,	형용사가	‘ㅗ’로	끝나면	‘와요’처럼	씁니다.

	 ㅗ	ㅇ/	받침	X	오-	+	-아요	=	와요
	동사	,	형용사가	‘ㅣ’로	끝나면	‘-ㅕ요’로	씁니다.

	 가르치-	+	-어요	=	가르치어요	=가르쳐요
	동사	,	형용사가	‘ㅡ’로	끝나면	그	앞의	모음을	봅니다

	 나쁘-	+	-아요	=	나빠요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습니다’	보다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질문과	대답에	모두	사용합니다.
It is used with a verb or an adjective in a sentence. It is relatively informal compared to ‘-습니다.’ 
It is used in both questions and answers.

의미

Meaning

동사, 형용사 + -어요/-아요  
Verb, Adjective  + -어요/-아요

ㅏ,	ㅗ	X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ㅏ,	ㅗ	O 맑다,	많다 맑아요,	많아요

하다 좋아하다,	공부하다 좋아해요,	공부해요

형태

Form

!
‘-하다’는 ‘-여요’와 결합하여 ‘-하여요’가 되고, ‘-해요’로 줄여 씁니다.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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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동사,	형용사에	붙어서	상황을	부정합니다.
It is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to deny the situation.

날씨가	좋지 않아요.

날씨가	안	좋아요.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연습Ⅱ

가:	날씨가	좋아요?

나:	아니요.	날씨가																												.	(좋다)

	 =	날씨가																												.	(좋다)

1	

가:	눈이	와요?

나:	아니요.	눈이																												.	(오다)

	 =	눈이																												.	(오다)

2

의미

Meaning

동사, 형용사 + -지 않다  
Verb, Adjective + -지 않다

받침	O 먹다,	좋다 먹지 않다,	좋지 않다

받침	X 오다,	흐리다 오지 않다,	흐리지 않다

받침	O 먹다,	오다 안	먹다,	안	오다

받침	X 좋다,	흐리다 안	좋다,	안	흐리다

안 + 동사, 형용사  안 + + Verb, Adjective

형태

Form

Part 15과ㆍ날씨가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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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the correct answers.

2) 비

1) 눈

3) 맑다

4) 흐리다

①

②

③

④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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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쯔엉	씨,	여름을	좋아해요?

 나:	아니요.	여름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2) 가:	지금	눈이	와요?

 나:	아니요.	눈이	 와요 안 와요 .	하늘이	맑아요.	

1) 가:	나타샤	씨,	무엇을																												?	(하다)

나:	밥을																												.	(먹다)

2) 가:	한국의	날씨는	어때요?

나:	한국의	겨울은																												.	(춥다)

Part 15과ㆍ날씨가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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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나타샤 씨와 지훈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Natasha and Jihun's conversation.

 여러분 나라는 따뜻해요? 추워요?  
 Is your country warm or cold?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해요?
 Which season do you like?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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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요즘 한국 날씨가 어때요?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러시아는	춥지	않아요. O X

2)	한국은	지금	비가	내려요. O X

3)	러시아는	지금	눈이	와요. O X

4)	요즘	한국	날씨가	안	좋아요. O X

① ② ③ ④

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러시아는	지금	아주																												.

그리고																												이/가	내려요.

추워요 맑아요 흐려요 비 눈

Part 25과ㆍ날씨가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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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하지만	따뜻해요.	여름은	아주	더워요.	

자주	비가	와요.	가을은	날씨가	맑아요.	춥지	않아요.	

그리고	덥지	않아요.	겨울은	추워요.	눈도	내려요.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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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사계절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four seasons in Korea?

3 틀린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incorrect answer.

①	봄은	따뜻해요.

②	겨울은	추워요.

③	여름은	비가	안	와요.

④	가을은	날씨가	좋아요.

2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the correct answers.

㉠	맑아요

㉡	눈이	내려요

㉢	바람이	불어요

㉣	아주	더워요

1)	 봄

2)	 여름

3)	 가을

4)	 겨울

①

②

③

④

한 국 의 사 계 절 은

 ,   ,   ,   입 니 다 .

Part 25과ㆍ날씨가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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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요즘 고향 
날씨가 어때요?

한국 날씨는 
어때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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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ich season do you like?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가을은	날씨가	

맑아요.	춥지	않아요.	덥지	않아요.	

																																																																																																																											

																																																																																																																						

																																																																																																																												

																																																																																																																										

																																																																																																																						

																																																																																																																											

																																																																																																																						

Part 25과ㆍ날씨가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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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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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

①	안녕	 ②	아니요	

③	여보세요	 ④	안녕하세요			

1

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입니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언니	 ④	누나			

2

가:	무엇을	합니까?

나:	한국	음식을																				.

①	듣습니다	 ②	먹습니다	

③	갑니다							 ④	합니다			

3

가:	학생이	많습니까?

나:	아니요.	학생이																	.

①	많습니다	 ②	있습니다	

③	없습니다	 ④	넓습니다			

4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이/가	와요.

①	눈	 ②	비	

③	하늘	 ④	날씨			

5

6	 가:	어느																					사람이에요?

	 나: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①	날씨	 	 ②	계절	

	 ③	직업	 	 ④	나라			

7	 	아버지,	어머니,	언니입니다.	

	 우리																				입니다.

	 ①	친구	 	 ②	회사	

	 ③	가족	 	 ④	학교	

8	 저는	노래를																				.	

	 친구는	전화를																				.

	 ①	합니다	 	 ②	갑니다	

	 ③	옵니다	 	 ④	먹습니다

9	 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나:	한국어를																				.

	 ①	공부합니다	 ②	있습니다	

	 ③	많습니다		 ④	넓습니다

10	 눈이																				.

	 ①	봅니다						 ②	합니다					

	 ③	내립니다					 ④	먹습니다		

보기 																			가	맛있어요.	

①	시계												②	사과 ③	배우 ④	전화

보기

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																				입니다.

①	책 ②	책상 ③	의자 ④	컴퓨터
✔

✔

[1~5]  <보기>와 같이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Use <Example> as a reference. 

종합문제 Comprehens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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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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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	이름이	뭐예요?	

	 나:	저																				유진이에요.

	 ①	은	 	 ②	는	

	 ③	이	 	 ④	를

12	 가:	리사	씨	동생이	학생이에요?

	 나:	아니요.	학생이																				.

	 ①	와요	 	 ②	있어요	

	 ③	좋아요	 	 ④	아니에요	

13	 저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타샤	씨																				노래를	좋아합니다.

	 ①	이	 	 ②	도	

	 ③	은	 	 ④	을	

14	 한국	노래를																				?

	 ①	갑니까					 ②	갑니다			

	 ③	듣습니까			 ④	듣습니다	

15	 친구																				같이	노래를	합니다.

	 ①	이	 	 ②	과	

	 ③	하고	 	 ④	를

16	 가:	이것은	누구																				책입니까?

	 나:	선생님																				책입니다.

	 ①	의	 	 ②	와	

	 ③	가	 	 ④	을

17	 가:	한국의	겨울	날씨가	어때요?

	 나:	날씨가																				.

	 ①	더워요	 	 ②	추워요	

	 ③	시원해요		 ④	따뜻해요	

18	 가:	오늘	날씨가	좋아요?

	 나:	아니요.	날씨가																				.

	 ①	좋아요	 	 ②	좋습니다	

	 ③	좋습니까		 ④	좋지	않아요

보기 김밥																				먹어요.	

①	이												 ②	을 ③	에 ④	에서
✔

[19~20]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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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저는	회사원이에요.	형은	배우예요.

	 ①	이름		 	 ②	음식		

	 ③	친구	 	 ④	직업	

20	 	여름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겨울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①	계절	 	 ②	학교	

	 ③	가족	 	 ④	자기소개	

보기 저는	호주	사람이에요.	지훈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①	나이 ②	나라 ③	가족 ④	직업
✔

Part 3초급 1·1과~5과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6과

●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	있다.

●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쓸	수	있다.

●	선물

●	인사

●	에게,	한테

●	만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I write a letter to my friend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	여러분은	친구	생일에	무엇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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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다 send

카드를 보내요.
I send a card.

쓰다 write

편지를 써요.
I write a letter.

선물 present

생일 선물이에요.
I have a lot of presents.

카드 card

카드를 줘요.
I give a card.

편지 letter

편지를 보내요.
I give a letter.

주다 give

선물을 줘요.
I give a present.

선물 Present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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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glad

만나서 반갑습니다.
Glad to meet you.

실례하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세종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Excuse me. Where is Sejong School?

고맙다 thank

쯔엉 씨, 고마워요.
Thank you, Truong.

미안하다 sorry

지훈 씨, 미안해요.
I’m sorry, Jihun.

감사하다 thank

선생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teacher.

죄송하다 sorry

선생님, 죄송합니다.
I’m sorry, teacher.

인사 Greetings

Part 16과ㆍ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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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괜찮다 It’s okay

아니에요. 괜찮아요.
No, it’s okay.

안녕히 가세요 Goodbye

가: 안녕히 가세요. Goodbye.

나: 또 봐요. See you again.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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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계세요 Goodbye

가: 안녕히 계세요. Goodbye.

나: 안녕히 가세요. Goodbye.

아니에요 / 천만에요 / 별 말씀을요 
Not at all. / You’re welcome. / Don’t mention it.

가: 쯔엉 씨, 고마워요. Thank you, Truong.

나: 아니에요. / 천만에요. / 별 말씀을요. Not at all. / You’re welcome. / Don’t mention it.

Part 16과ㆍ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108    

의미

Meaning

형태

Form

에게, 한테

명사	뒤에	붙어서	행위의	대상이	됨을	나타냅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noun to indicate the action’s target.

동생에게	책을	줘요.

동생한테	책을	줘요.

명사 + 에게, 명사 + 한테  Noun + 에게, Noun + 한테

받침	O 동생,	친구 동생에게,	친구에게 동생한테,	친구한테

받침	X 누나,	오빠 누나에게,	오빠에게 누나한테,	오빠한테

알맞은 말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1 가영	씨가	리사	씨																		전화를	해요.

가영	씨가	리사	씨																		전화를	해요.

2 나타샤	씨는	친구																		편지를	써요.

나타샤	씨는	친구																		편지를	써요.

3 쯔엉	씨가	저																		선물을	줬어요.

쯔엉	씨가	저																		선물을	줬어요.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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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뒤에	붙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합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noun to exclude everything else.

저와	언니는	회사원이에요.

동생만	학생이에요.

명사 + 만  Noun + 만

받침	O 동생,	연필 동생만,	연필만

받침	X 드라마,	한국어 드라마만,	한국어만

알맞은 말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쯔엉	씨는	누나가	있어요.	쯔엉	씨는	동생이	없어요.								

→	쯔엉	씨는	누나																		있어요.

1

나타샤	씨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선물은	없어요.

→	나타샤	씨는	친구에게	편지																		보내요.

2

!
이/가, 을/를 자리에 모두 쓸 수 있다.  
		리사	씨는	노래를	좋아해요.	→	리사	씨는	노래만	좋아해.

만

의미

Meaning

형태

Form

Part 16과ㆍ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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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correct answers.

2) 

②	고마워요.

1) 

①	미안해요.

3) 

③	안녕히	가세요.

4) 

④	만나서	반갑습니다.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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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저는	친구 도 에게 	편지를	써요.

 나:	선물도	있어요?

 가:	아니요.	편지 가 만 	보내요.

2) 가:	나타샤	씨,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나:	네,	저는	한국	노래 가 만 	들어요.	

 	 다른	노래를	듣지	않아요.

보기 한테 지훈 씨 지연 씨 가

2)

																																																																																							선물을	줘요.

지훈

보기 가 리사 씨 에게 가영 씨

3)

																																																																																							선물을	줘요.
리사에게.

가영 리사

지연

1)

																																																																																							편지를	써요.

보기 나타샤 씨 쯔엉 씨 가 에게 

나타샤
쯔엉

Part 16과ㆍ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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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리사 씨와 쯔엉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Lisa and Truong’s conversation.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How do you greet your friends?

 여러분은 친구 생일에 무엇을 줍니까?
 What do you give to your friend on his/her birthday?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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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사 씨는 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Why is Lisa writing a letter to her friend?

3 대화의 이어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고향 친구들한테 어떻게 연락합니까?
 How do they contact their hometown friends?

③ ④

① ②

①	그	친구만	전화해요.	 ②	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③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④	저는	보통	전화만	해요.

리사	:	고향	친구들한테	자주	편지를	보내요?

쯔엉	:																																																																								.

①

②

1) 

2) 

Part 26과ㆍ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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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에바	씨에게

에바	씨,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요즘	잘	지내요?

건강도	괜찮아요?	저도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제가	에바	

씨한테	선물을	보내요.	한국	사진이에요.	이번은	서울	사진만	

있어요.	어때요?	서울이	정말	예뻐요.	

그럼	우리	또	연락해요.	

안녕히	계세요.	

	 -	리사	드림

건강	health

도와주다	help

힘들다	hard,	tough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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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

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고향	친구만	리사	씨를	도와줍니다. O X

2)	에바	씨의	건강이	별로	안	좋습니다. O X

3)	리사	씨가	에바	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O X

4)	리사	씨는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O X

에바	씨

에바	씨,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요즘	잘	지내요?

건강도	괜찮아요?	저도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제가	에바	씨 	선물을	보내요.	한국	사진이에요.	

이번은	서울	사진만	있어요.어때요?	서울이	정말	예뻐요.	

그럼	우리	또	연락해요.	

	 -	리사	드림

리사 씨가 친구한테 
무슨 선물을 줍니까?

③

① ②

④

Part 26과ㆍ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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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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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친구의 생일이에요. 친구한테 뭘 줘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It’s your friend’s birthday. What will you give to him/her?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에바	씨에게

에바	씨,	요즘	잘	지내요?	저	리사예요.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제가	에바	씨한테	

선물을	보내요.	한국	사진이에요.	오늘	

선물은	서울	사진만	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리사	드림

																																																																																																																											

																																																																																																																						

																																																																																																																												

																																																																																																																										

																																																																																																																						

																																																																																																																											

																																																																																																																						

Part 26과ㆍ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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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와	위치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장소와	위치를	설명하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장소	②			

●	사물

●	위치

●	(장소)에

●	에서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Where are you now?

지금 어디에 있어요?

●	여러분은	나타샤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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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where

쯔엉 씨는 어디에 살아요?
Where does Truong live?

기숙사 dormitory

기숙사가 어디입니까?
Where is the dormitory?

서점 bookstore

서점에 책이 많아요.
There are many books in the bookstore.

장소 ② Places ②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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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chair

책상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There are desks and chairs.

책 book

나타샤 씨가 책을 읽어요.
Natasha is reading a book.

연필 pencil

저한테 연필이 없어요.
I don’t have a pencil.

공책 notebook

쯔엉 씨에게 공책이 있습니다.
Truong has a notebook.

책상 desk

교실에 책상이 많아요.
There are many desks in the classroom.

사물 Objects

Part 17과ㆍ지금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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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front

나타샤 씨가 나무 앞에 있어요.
Natasha is in front of the tree.

뒤 behind

나타샤 씨가 나무 뒤에 있어요.
Natasha is behind the tree.

옆 next to

나타샤 씨가 나무 옆에 있어요.
Natasha is next to the tree.

위 on

책이 책상 위에 있어요.
The book is on the desk.

아래 under

책이 책상 아래에 있어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위치 Position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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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와/과 (명사) 사이에 between (noun) and (noun)

책과 공책 사이에 연필이 있습니다.
There is a pencil between the book and the notebook.

가운데 있다 in the middle of

운동장 가운데 나타샤 씨가 있습니다.
Natasha is in the middle of the playground.

표현 Expressions

Part 17과ㆍ지금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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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명사 + 에  Noun + 에

장소	명사	뒤에	써서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	여부와	위치를	나타냅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location noun to indicate the person or the object’s existence and location.

받침	O 집,	방 집에,	방에

받침	X 학교,	회사 학교에,	회사에

(장소)에

가:	휴대	전화가	어디에	있어요?		

나:	휴대	전화가	책상	위에	있어요.	

보기 에                                         있어요                                         없어요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1 가:	동생이	집																																																				?

나:	아니요.	동생은	집																																																					.

2 가:	은행이	어디																																																				?

나:	회사	앞																																																				.

3 가:	연필이	어디																																																				?

나:	가방																																																				.

4 가:	책이	책상																																																				?

나:	아니요.	책상																																																				.

문 법 Grammar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125

에서

장소	명사와	함께	행동이	일어나는	곳을	나타냅니다.	

다양한	동작	동사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location noun to indicate where the action is happening.
It can be used with various action verbs.

	가:	지금	뭘	해요?

	나:	방에서	쉬어요.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가:	어디														한국어를	공부해요?

나:	저는	도서관														한국어를	공부해요.

1

가:	제임스	씨는	어디														일해요?

나:	제임스	씨는	한국	회사														일해요.

2

의미

Meaning

명사 + 에서  Noun + 에서

받침	O 집,	방 집에서,	방에서

받침	X 학교,	회사 학교에서,	회사에서

형태

Form

Part 17과ㆍ지금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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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언니가	방 에 에서 	없어요.

2) 준영	씨가	공원 에 에서 	운동해요.	

3) 우체국은	서점	옆 에 에서 	있어요.	

4) 점심은	회사	식당 에 에서 	먹어요.	

1 그림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의자	위에	연필이	있어요.	 O X

2)	공책	옆에	휴대	전화가	있어요.		 O X

3)	책상	뒤에	의자가	있어요.		 O X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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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마트가	어디에	있어요?	

 나:	마트는	   	있어요.	

2) 가:	준영	씨는	어디에	있어요?	

 나:	준영	씨는	지금	   	책을	사요.

3) 가:	지우	씨,	우산이	있어요?

 나:	아니요,	우산이	   	있어요.	

4) 가:	쯔엉	씨는	   	영화를	봐요?

 나:	저는	집에서	영화를	봐요.	

보기 은행 옆

집

서점

어디
에서 에

Part 17과ㆍ지금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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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나타샤 씨와 쯔엉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Natasha and Truong’s conversation.

 여러분은 나타샤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Do you know where Natasha is?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you?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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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the two people?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학교는	서점	뒤에	있어요. O X

2)	서점에	한국어	책이	없어요. O X

3)	쯔엉	씨는	집에	있어요. O X

4)	나타샤	씨는	서점에서	책을	사요. O X

2 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bookstore?

① ②

③ ④

학교집 서점 도서관

쯔엉 나타샤

① ②

Part 27과ㆍ지금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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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여기는	쯔엉	씨	방입니다.	방에	책상이	있습니다.	쯔엉	씨는	

여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	공책,	연필,	컵이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공책과	연필이	있습니다.	공책은	연필과	

컵	사이에	있습니다.	책상	왼쪽에	가방이	있습니다.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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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3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2 쯔엉 씨의 책상은 무엇입니까?
 Which one is Truong’s desk?

1)	연필																		에	공책이	있습니다.

2)	컴퓨터는	책상																		에	있습니다.

3)	쯔엉	씨	공책은	컵																		에	있습니다.

1)	여기는	어디입니까?

쯔 엉 씨  입 니 다 .

2)	쯔엉	씨는	책상에서	무엇을	합니까?

책 상    를 합 니 다 .

옆위 아래 왼쪽

① ② ③ ④

Part 27과ㆍ지금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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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해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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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 방에 무엇이 있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at's in your room?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여기는	제	방입니다.	방에	책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제	방에	컴퓨터,	

공책,	연필,	컵이	있습니다.	

																																																																																																																											

																																																																																																																						

																																																																																																																												

																																																																																																																										

																																																																																																																						

																																																																																																																											

																																																																																																																						

Part 27과ㆍ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8과

●	주말에	한	일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주말에	한	일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한자어	수

●	날짜

●	-었-

●	(시간)에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I met a friend on Saturday

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	여러분	생일은	언제예요?	

●	여러분은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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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 one

칠(7) seven

삼(3) three

오(5) five

이(2) two

사(4) four

육(6) six

한자어 수 Sino-Korean number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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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9) nine

십일(11) eleven

팔(8) eight

십(10) ten

십이(12) twelve

이십칠(27) twenty-seven

Part 18과ㆍ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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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when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주말 weekend

주말은 학교에 안 가요.
I don’t go to school on weekends.

월 month

1월
January

오전 a.m.

오전 11시예요.
It’s 11:00 a.m.

일 day

27일
27th

오후 p.m.

오후 5시예요.
It’s 05:00 p.m.

날짜 Dat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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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이에요? What date is it?

가: 오늘이 며칠이에요? What date is it today?

나: 25일이에요. It’s the 25th.

무슨 요일이에요? What day is it?

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What day is it today?

나: 토요일이에요. It’s Saturday.

표현 Expressions

Part 18과ㆍ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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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	뒤에	붙어서	상황이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an adjective, ‘이다’, or ‘아니다’ to indicate that the situation or the 
action has taken place in the past.

날씨가	좋았어요.

-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1	 빵을																													.	(먹다)

2	 친구한테	편지를																													.	(쓰다)

3	 가족을																													.	(만나다)

4	 가족에게																													.	(전화하다)

의미

Meaning

!
주의하세요

바쁘다	+ 았 =	바빴어요.

예쁘다	+ 었 =	예뻤어요.

동사, 형용사 + -었-/-았-  Verb, Adjective + -었-/-았-

ㅏ,	ㅗ	(X) 먹다,	쓰다 먹었다,	썼다

ㅏ,	ㅗ	(O) 가다,	만나다 갔다,	만났다

하다 공부하다,	운동하다 공부했다,	운동했다

형태

Form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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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명사	뒤에	붙어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noun to indicate when the action or the state has taken/will take place.

가영	씨가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시간) 명사 + 에  (Time) Noun + 에

받침	O 주말,	오전 주말에,	오전에

받침	X 오후,	지난주	 오후에,	지난주에

가:	주말										뭘	했어요?

나:	친구와	공부를	했어요.

1

가:	한국에	언제										가요?	

나:	3월	2일										가요.

2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연습Ⅱ

(시간)에

Part 18과ㆍ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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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

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13일 에 에서 	한국	날씨가	어땠어요?

 나:	날씨가	안 좋아요 좋았어요 .	

2) 가:	12일 에 에서 	비가	왔어요?

 나:	아니요,	날씨가	 흐렸어요 흐리었어요 .	

보기 구 삼 십 오 육 이 일 칠 팔

1) 

3) 

5) 

2) 

4) 

6)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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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답을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write the correct answer.

1) 가:	1월	3일에	뭘																												?	(하다)

나:	가족과	산에																												.	(가다)3일
1월

2) 가:	어제	친구와	비빔밥을																												?	(먹다)						

나:	한국	식당이																												.	(없다)

	 피자를	먹었어요.

Part 18과ㆍ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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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가영 씨와 지훈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Ga young and Ji hoon's conversation.

 여러분 생일은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여러분은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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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O X

2)	두	사람은	같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O X

3)	지훈	씨는	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O X

4)	가영	씨는	지훈	씨의	생일을	물어봤습니다. O X

2 지훈 씨는 생일 파티를 언제 했습니까?
 When was Jihun’s birthday party?

① ② ③ ④

1 가영 씨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When is Gayoung’s birthday?

일요일토요일 오전 오후

① ②

Part 28과ㆍ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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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저는	지난주에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에	수업이	

많았습니다.	화요일에	한국	가수의	콘서트에	갔습니다.	수요일에는	

반	친구들과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한국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집에서	청소했습니다.	오후에	고향	집에	전화했습니다.	

일요일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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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위 글의 내용과 같게 바꾸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and change the statement that corresponds to the above text. 

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①	지난주에	수업이	없었습니다.

②	일요일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③	5월	15일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④	5월	14일에	콘서트를	봤습니다.

보기

1) 저는	화요일에	친구들과	고향	식당에	갔습니다.	(X)

 →	저는	 에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O)

2) 목요일에는	한국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X)

 →	 에는	한국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O)

3) 토요일	오후에	집에서	청소했습니다.	(X)

 →	토요일	 에	집에서	청소했습니다.	(O)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고향 한국 오전

Part 28과ㆍ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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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생일이 언제예요?

지난 주말에 뭘 
했어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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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지난주에 뭘 했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at did you do last week?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화요일에	한국	가수의	콘서트에	

갔습니다.	수요일에는	반	친구들과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Part 28과ㆍ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9과

●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좋아하는	운동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운동

●	부사

●	부터

●	-지	못하다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I can’t swim

저는 수영을 못해요

●	여러분은	산을	좋아해요?	

●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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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exercises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I like to exercise.

수영 swimming

나타샤 씨가 수영을 해요. 
Natasha is swimming.

축구 soccer

쯔엉 씨가 축구를 해요.
Truong  is playing soccer.

농구 basketball

리사 씨가 농구를 해요.
Lisa is playing basketball.

야구 baseball

지훈 씨가 야구를 해요.
Jihun is playing baseball.

잘하다 be good at

나타샤 씨는 수영을 잘해요. 
Natasha is good at swimming.

연습 practice

쯔엉 씨가 축구 연습을 해요.
Truong is practicing soccer.

운동 Exercis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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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다 start

저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I’ve started to exercise, too.

자주 often

운동을 자주 해요?
Do you work out often?

매일 every day

매일 농구를 해요.
I play basketball every day.

다시 again

다시 야구를 시작했어요.
I started playing baseball again.

하지만 but

수영을 좋아해요. 하지만 잘하지 못해요.
I like swimming, but I’m not good at it.

부사 Adverbs

Part 19과ㆍ저는 수영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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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운동)을 하다 = (운동)하다 exercise

저는 운동을 해요. = 저는 운동해요. I exercise.

저는 수영을 해요. = 저는 수영해요. I swim.

저는 축구를 해요. = 저는 축구해요. I play soccer.

저는 농구를 해요. = 저는 농구해요. I play basketball.

저는 야구를 해요. = 저는 야구해요.  I play baseball.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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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을 하다 = (연습)하다 practice

저는 수영 연습을 해요. = 저는 수영을 연습해요. I practice swimming.

저는 축구 연습을 해요. = 저는 축구를 연습해요. I practice soccer.

저는 농구 연습을 해요. = 저는 농구를 연습해요. I practice basketball.

저는 야구 연습을 해요. = 저는 야구를 연습해요. I practice baseball.

Part 19과ㆍ저는 수영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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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명사	뒤에	붙어서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noun to indicate when the action or the state has started/will start.

명사 + 부터  Noun + 부터

받침	O 오늘,	동생 오늘부터,	동생부터

받침	X 어제,	언니 어제부터,	언니부터

오늘부터	아침에	운동을	해요.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연습Ⅰ

1 가:	한국어를	언제 부터 에서 	공부했어요?

나:	1월 에 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2 가: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나:	네,	9시 부터 에서 	비가	왔어요.

3 가:	쯔엉	씨,	수영을	배워요?

나:	네.	어제 부터 에 	시작했어요.

4 가:	언제 부터 에 	전화를	기다렸어요?

나:	아침 부터 에 	기다렸어요.

5 가:	선생님,	한국어	연습을	했어요.

나:	네,	그럼	리사	씨 부터 에 	읽으세요.

부터

문 법 Grammar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157

-지 못하다

동사	뒤에	붙어서	상황을	부정합니다.	능력이	없음을	말합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to deny the situation or show inability for the action.

나타샤	씨는	김치를	먹지 못해요.	

=	나타샤	씨는	김치를	못 먹어요.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연습Ⅱ

나타샤	씨에게	편지를																																						.	(보내다)

=	나타샤	씨에게	편지를																																						.	(보내다)	

1

쯔엉	씨는	농구를																																						.	(하다)			

=	쯔엉	씨는	농구를																																						.	(하다)	

2

저는	리사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리사		씨를																																						.	(만나다)

=	리사	씨를																																						.	(만나다)

3

못 + 동사  못 + Verb

동사 + -지 못하다  Verb + -지 못하다

받침	O 먹다,	만들다 먹지 못하다,	만들지 못하다

받침	X 가다,	공부하다
가지 못하다,	

공부하지 못하다

받침	O 먹다,	만들다 못	먹다,	못	만들다

받침	X 가다 못	가다

의미

Meaning

형태

Form

Part 19과ㆍ저는 수영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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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correct answers.

1) 농구

2) 수영

3) 야구

4) 축구

①

②

③

④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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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dialog.

1) 가:	가영	씨,	밥	먹었어요?

 나:	아니요.	 못 잘 	먹었어요.

 가:	왜요?

 나:	오전 부터 에서 	일이	많았어요.	

2) 가:	쯔엉	씨는	운동을	좋아해요?

 나:	네,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가:	저는	수영을	잘해요.	그런데	축구는	 못해요 잘해요 .	

 나:	그래요?	저도	수영을	좋아해요.	 하지만 다시 	잘하지	못해요.

3 <보기>의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using the word from <Example>.

1) 

가:	지훈	씨,	몇	시에	학교에	가요?

나:																																																													.
OO 대학교

보기 부터 시 수업이 12 있어요

보기 을 못해요 먹지 밥
2) 

가:	언제	밥을	먹어요?

나:	시간이	없어요.																																																													.

Part 19과ㆍ저는 수영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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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지훈 씨와 쯔엉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Ji-hoon and Truong’s conversation.

 여러분은 산을 좋아해요? 
 Do you like mountains?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What exercise do you like?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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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correct answers.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지훈	씨는	축구를	매일	합니다. O X

2)	지훈	씨는	수영과	축구를	모두	못합니다. O X

3)	쯔엉	씨는	초등학교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O X

4)	쯔엉	씨는	지난달부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O X

매일축구 그때 잘해요수영 못해요

무슨 운동을 합니까?

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쯔엉	씨는																																	을	잘해요.	그래서																																		해요.

지훈	씨는	수영을																																	.	하지만	축구를																																	.

초등학교에서	배웠어요.																																	부터	좋아했어요.

①

②

1) 지훈

2) 쯔엉

Part 29과ㆍ저는 수영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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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제	친구	나타샤	씨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나타샤	씨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저도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합니다.	

나타샤	씨는	고향에서	농구	선수였습니다.	농구를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나타샤	씨한테	농구를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타샤	씨하고	농구를	못합니다.	지난주부터	제	다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괜찮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타샤	씨하고	

농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선수	player

아프다	hurt,	ache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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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2 글의 내용에 맞게 순서대로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order according to the text.

①	제	친구는	한국의	운동	선수입니다.

②	우리는	가끔	운동장에서	농구합니다.

③	저는	다음	주에	농구를	하지	못합니다.

④	제	친구는	저한테	농구를	가르쳤습니다.

1)	친구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2)	나는	농구를	잘합니까?

제  친 구 는    를 좋 아 합 니 다 .

저 는     를 잘    .

① ② ③

(														)	→	(														)	→	(													)

Part 29과ㆍ저는 수영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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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무슨 운동을 잘해요? 
무슨 운동을 못해요?

몇 월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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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요즘 무엇을 못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at are you not able to do these days?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저는	요즘	농구를	하지	못합니다.	

지난주부터	제	다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쉽니다.	다음	주부터	

친구들과	다시	농구를	합니다.	

																																																																																																																											

																																																																																																																						

																																																																																																																												

																																																																																																																										

																																																																																																																						

																																																																																																																											

																																																																																																																						

Part 29과ㆍ저는 수영을 못해요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10과

●	시간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약속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고유어	수

●	시간

●	-을까

●	-읍시다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	여러분은	보통	언제	친구들을	만납니까?

●	여러분은	친구들과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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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one

일곱 seven

셋 three

아홉 nine

다섯 five

둘 two

여덟 eight

넷 four

열 ten

여섯 six

고유어 수 Native-Korean number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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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hours

다섯 시
5:00

아침 morning

아침에 학교에 가요.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분 minutes

다섯 시 삼십 분
5:30

점심 lunch

점심에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I eat lunch at a restaurant.

몇 what time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저녁 evening

저녁에 집에서 쉬어요.
I rest at home in the evening.

시간 Time

Part 110과ㆍ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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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시간이 있다 have time

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Do you have time this weekend?

나: 네. 이번 주말에 한가해요. Yes. I’m free this weekend.

시간이 없다 have no time

가: 오늘 오후에 만나요. See you this afternoon.

나: 미안해요. 오후에 시간이 없어요. I’m sorry. I have no time this afternoon.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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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 -을까요/-ㄹ까요  Verb + -을까요/-ㄹ까요

동사 + -읍시다/-ㅂ시다  Verb + -읍시다/-ㅂ시다

동사	뒤에	붙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to ask for others’ opinion on doing the action.

동사	뒤에	붙어서	행동을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격식적인	상황에서	말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을까요?’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to suggest others to do the action together.
It is used in formal situations, but not used towards the elderly or superiors. 
Can be used as an answer to ‘-을까요?’

가:	한국	음식을	먹을까요?	

가:	점심에	뭘	먹을까요?

나:	비빔밥을	먹읍시다.

 

 

받침	O 먹다 먹을까요

받침	X 가다 갈까요

받침	O 먹다 먹읍시다

받침	X 가다 갑시다

-을까

-읍시다

의미

Meaning

의미

Meaning

형태

Form

형태

Form

문 법 Grammar Part 110과ㆍ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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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요 -읍시다

먹다 먹을까요 먹읍시다

1)	쓰다

2)	듣다

3)	만나다

4)	운동하다

보기

<보기>와 같이 쓰세요.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fill in the blanks.연습Ⅰ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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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뒤에	붙어서	행위나	상태를	나열합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or an adjective to list actions or states.

	가:	나타샤	씨와	나타샤	씨	동생은	지금	뭐해요?

	나:	저는	밥을	먹고	동생은	우유를	마셔요.

동사, 형용사 + -고  Verb, Adjective  + -고

받침	O 먹다 먹고

받침	X 마시다 마시고

-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연습Ⅱ

쯔엉	씨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	리사	씨는	미국	사람이에요.	

→	쯔엉	씨는	베트남	사람																					리사	씨는	미국	사람																					.

1

우리	학교는	커요.	+	우리	학교는	좋아요.

→	우리	학교는																																																									.

2

Part 110과ㆍ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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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s.

이

구

둘

아홉

다섯

열둘

오

열두

일곱

십이

	시	 	분 	시	 	분 	시	 	분

2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1) 

2) 

가:	내일	같이	저녁을																												?	(먹다)

나:	네,	좋아요.	7시에																												.	(만나다)

가:	일요일에	같이	도서관을																												?	(가다)		

나:	네,	같이	한국어를																												.	(공부하다)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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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하늘이	맑 도 고 	따뜻해요.

2) 가:	저녁에	같이	운동을	 하고 할까요 ?

 나:	네.	좋아요.

3) 가:	저는	수영을	 잘하고 잘합시다 	농구는	잘	못해요.			

 나:	그럼	같이	수영을	 하고 합시다 .

4) 가:	우리	오늘	같이	점심을	 먹고 먹을까요 ?

 나:	미안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5) 가:	우리	오늘	뭘	 하고 할까요 ?

 나:	같이	한국어를	 공부합시다 공부하고 .

Part 110과ㆍ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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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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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보통 언제 친구들을 만납니까?
 When do you usually meet your friends?

 여러분은 친구들과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What do you do when you meet your friends?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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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수요일에	리사	씨는	가영	씨만	만납니다. O X

2)	두	사람	모두	금요일에	약속이	있습니다. O X

3)	두	사람은	지금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O X

4)		지금	두	사람은	쯔엉	씨와	학교	정문에서	이야기합니다.	 O X

2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학교 앞 식당이 어떻습니까?
 Choose all the correct answers. How is the restaurant in front of the school?

1 두 사람은 언제 만납니까?
 When will they meet?

요일	 	 시

③ ④

① ②

월

오전

오후

수

2

8

금

4

10

화

1

7

목

3

9

토

5

11

일

6

12

Part 210과ㆍ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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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지훈	씨,	안녕하세요?

저	나타샤예요.

나타샤	씨,	반가워요.

방학	잘	보냈어요?

저는	고향에	잘	다녀왔어요.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갔어요.

러시아에서	지훈	씨	선물을	샀어요.

우리	주말에	만날까요?

그런데	내일은	아르바이트도	있고	오후에

친구도	만나요.	그래서	못만나요.

우리	모레	만날까요?

일요일에	러시아	여행	

이야기도	많이	합시다.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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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

2 알맞은 것을 모두 연결하세요.  
 Match all the following with the correct answers.

3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①	여자는	방학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②	남자는	토요일에	혼자	여행을	갑니다.

③	여자는	주말에	남자한테	연락했습니다.

④	남자는	일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나타샤 씨는 고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훈	씨,	우리	주말에	 ?

미안해요.

내일은	아르바이트도	 	오후에	친구도	 .	

① ② ③ ④

Part 210과ㆍ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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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학교 근처에 뭐가 
있고 거기가 
어때요?

지금 친구들이 
뭘 해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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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친구와 약속을 하세요. <보기>와 같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쓰세요.  
 Make an appointment with your friend.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send a message to your friend.

보기

지훈	씨,	안녕하세요?	저	나타샤예요.	

고향에서	지훈	씨	선물을	샀어요.	우리	

주말에	만날까요?	같이	점심을	먹읍시다.

																																																																																																																											

																																																																																																																						

																																																																																																																												

																																																																																																																										

																																																																																																																						

																																																																																																																											

																																																																																																																						

Part 210과ㆍ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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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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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금	뭘	해요?

나:	편지를																						.

①	사요	 ②	줘요

③	써요	 ④	보내요

1

가:	책이	어디	있어요?

나:	책상																	에	있어요.

①	아래	 ②	위

③	옆	 ④	뒤		

2

가:	지금	몇	시예요?

나:																					다섯	시예요.

①	아침	 ②	점심

③	오전	 ④	오후

3

가:	지훈	씨가	뭘	해요?

나:																					을/를	해요.

①	야구	 ②	축구

③	농구	 ④	수영

4

가:	몇	시에	만나요?

나:																						시에	만나요.

①	열하나	 ②	열한

③	십일	 ④	오전

5

6	 가:	미안해요.

	 나:																						.	괜찮아요.				

	 ①	안녕하세요	 ②	고마워요

	 ③	아니에요		 ④	반가워요

7	 	가:	민수	씨,	연필이	있어요?

	 나:	아니요.	저한테	연필이																						.

	 ①	있어요	 	 ②	많아요

	 ③	적어요	 	 ④	없어요

8	 가:	오늘	무슨																						이에요?

	 나:	토요일이에요.

	 ①	일	 	 ②	요일	

	 ③	시간	 	 ④	주말

9	 가:	운동을	자주	해요?

	 나:	네,	저는																							축구를	해요.

	 ①	다시	 	 ②	매일

	 ③	내일	 	 ④	아주	

10	 가:	이번	주말에	만나요.

	 나: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

	 ①	좋아요	 	 ②	한가해요

	 ③	시간이	있어요	 ④	시간이	없어요

보기

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																				입니다.

①	책 ②	선물		 ③	의자 ④	컴퓨터
✔

보기 																			가	맛있어요.	

①	시계												②	사과 ③	배우 ④	전화
✔

[1~5]  <보기>와 같이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Use <Example> as a reference. 

종합문제 Comprehens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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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영	씨	생일이에요.	그래서	가영	씨																				

편지를	보내요.	

	 ①	에	 	 ②	만

	 ③	도	 	 ④	에게	

12	 우산이	없어요.	마트																					우산을	살까요?

	 ①	에	 	 ②	한테

	 ③	에서	 	 ④	부터

13	 어제	고향	친구들과	전화																						.

	 ①	해요	 	 ②	했어요

	 ③	합시다	 	 ④	하지	못해요

14	 언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①	만	 	 ②	에

	 ③	에서	 	 ④	부터

15	 우리	주말에	같이	도서관에																						?

	 ①	갑시다	 	 ②	갈까요

	 ③	만납시다		 ④	만날까요

16	 가:	점심에	라면하고	김치를	먹었어요?

	 나:	아니요.	라면																				먹었어요.

	 ①	도	 	 ②	과

	 ③	만	 	 ④	부터

17	 가:	지영	씨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	지영	씨는	지금	회사에서																						.

	 ①	가요	 	 ②	있어요

	 ③	일해요	 	 ④	없어요	

18	 가:	민수	씨의	학교는	어때요?

	 나:	우리	학교는	아주																					넓어요.

	 ①	커고	 	 ②	크고

	 ③	크도	 	 ④	컸고

19	 가:	수지	씨,	같이	비빔밥을	먹읍시다.

	 나:	미안해요.	저는	일이	있어요.	같이																				.

	 ①	먹어요	 	 ②	먹읍시다

	 ③	먹을까요		 ④	먹지	못해요

20	 	가:	지난	주말에	뭘	했어요?

	 나:	책도																					쇼핑도	했어요.

	 ①	읽고	 	 ②	읽도

	 ③	읽으고	 	 ④	읽어고

Part 3초급 1·6과~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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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메뉴를	정하는	대화를	듣고	말할	수	있다.

●	음식을	먹은	경험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음식					

●	주문

●	맛

●	-어서

●	-고	싶다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I can’t eat tteokbokki because it’s too spicy

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	여러분은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슨	맛이에요?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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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tteokbokki

점심 메뉴는 떡볶이가 어때요?
How about tteokbokki for lunch?

음료수 drink

음료수를 마실까요?
Would you like a drink?

주세요 I’ll order

불고기 일 인분 주세요. 
I’ll order one serving of bulgogi.

김밥 gimbap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I like gimbap.

메뉴 menu

학교 식당의 메뉴가 다양해요.
There are various menus in the school cafeteria.

인분 serving

비빔밥을 이인분 시킵시다
Let’s order two servings of bibimbap.

음식 Foods

주문 Ordering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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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다 tasty

음식이 맛있어요.
The food is tasty.

맵다 spicy

떡볶이가 매워요.
Tteokbokki is spicy.

맛없다 bad

음식이 맛없어요.
The food is bad.

달다 sweet

초콜릿이 달아요.
The chocolate is sweet.

싱겁다 bland

국이 싱거워요.
The soup is bland.

짜다 salty

국이 짜요.
The soup is salty.

쓰다 bitter

약이 써요.
The medicine is bitter.

맛 Tastes

Part 111과ㆍ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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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명사)은/는 어때요? How about?

김밥은 어때요?
How about gimbap?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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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이/가 좋다 like/good

저는 김밥이 좋아요.
I like gimbap.

기숙사가 좋아요. 넓고 깨끗해요. 
This dormitory is good. It’s wide and clean.

(저는) 불고기가 좋아요. 
I like bulgogi.

(명사)이/가 좋다

●		‘(명사)은/는	(명사)이/가	좋다’에서	‘좋다’는	주로	‘like’로	쓰이며,	여기에서	‘은/는’	앞의	명사는	

삭제될	수	있다.	또한,	‘(명사)이/가	좋다’일	경우에는	보통	‘good’의	의미를	가진다.

Part 111과ㆍ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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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동사, 형용사 + -어서/-아서  Verb, Adjective  + -어서/-아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냅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or an adjective to indicate that the context before it is the 
reason or the cause of the context after it.

가:	지훈	씨,	지금	어디에	가요?

나: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요.

가:	쯔엉	씨,	오늘	저녁에	뭐	해요?

나:	숙제가																													숙제해요.	(많다)

1

가:	리사	씨,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를	볼까요?	

나:	좋아요.	숙제를	다																														시간이	있어요.	(하다)

나:	미안해요	약속이																														영화를	못	봐요.	(있다)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어서

‘ㅏ’,	‘ㅗ’	X 먹다 먹어서

‘ㅏ’,	‘ㅗ’	O 찾다 찾아서

하다 하다 해서

문 법 Grammar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191

의미

Meaning

형태

Form

동사 + -고 싶다  Verb + -고 싶다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하기	원하거나	바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to show desire for the action of the speaker.

가:	쯔엉	씨,	방학	때	뭐	하고	싶어요?

나:	한정식	맛집에	가고 싶어요.

받침	O 찾다 찾고 싶다

받침	X 가다 가고 싶다

가:	리사	씨,	점심에	뭐																															?	(먹다)

나:	저는	한국	음식이																															.		(먹다)

1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고 싶다

가:	나타샤	씨,	제주도	여행이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나:	네,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	(가다)

2

Part 111과ㆍ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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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정답을 고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1) 가:	삼계탕이																																	.

나:	그래요?	그럼	소금을	넣어요.

싱거워요짜요 달아요

2) 가:	나타샤	씨,	케이크	좋아해요?

나:	아니요,	저는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	

달아요싱거워요 맛있어요

3) 가:	리사	씨,	왜	안	먹어요?	음식이	맛없어요?

나:	너무	매워요.	

																																						을/를	마시고	싶어요.

김밥떡볶이 음료수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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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3 단어를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1) 친구가	고향에서	 오아서 와서 	서울을	구경했어요.	

2) 어제	시간이	 없어서 없었어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3) 저는	비빔밥을	 먹고 싶었어요 먹었고 싶었어요 .

4) 룸메이트가	고향에	 돌아가서 돌아가아서 	슬퍼요.	

1) 가:	리사	씨,	뭐	해요?

 나:	커피를	마셔요.	저는	커피를																																																									매일	마셔요.

2) 가:	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나:	한국	대학교에																																																								.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3) 가:	오늘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나:	미안해요.	아침을	많이																																																									배가	안	고파요.

4) 가:	주말에	등산을	갈까요?

 나:	너무	피곤해서																																																								.	집에서	쉬고	싶어요.

보기 가다 좋아하다 먹다 

-어서 -여서(해서) -고 싶다 -고 싶지 않다

Part 111과ㆍ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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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지훈 씨와 나타샤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Jihoon and Natasha’s conversation.

 여러분은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What kind of Korean food do you like?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슨 맛이에요?
 What does your favorite Korean food taste like?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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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이	식당은	한식당이에요. O X

2)	나타샤	씨는	떡볶이를	좋아해요. O X

3)	지훈	씨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O X

4)		나타샤	씨가	음식을	주문했어요. O X

2 두 사람은 무엇을 주문했습니까?
 What did they order?

1 지훈 씨와 나타샤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are Jihun and Natasha right now?

③ ④

① ②

① ② ③

학교 식당

주방 가게

Part 211과ㆍ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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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저는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짜고	매워서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치를	

라면과	같이	먹었습니다.	조금	매웠습니다.	그렇지만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음식과	같이	김치를	자주	

먹습니다.	지금은	방학	때	고향에서도	김치가	생각납니다.	

다음에	고향	집에	김치를	사	가고	싶습니다.

김치	Kimchi

라면	Ramen

괜찮다	It’s okay

방학	vacation

고향	hometown

생각나다	think about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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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말을 쓰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2 이 사람은 김치와 무엇을 같이 먹었습니까?  
 What did this person have with kimchi?

3 글의 내용에 맞게 그림의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Write down the correct order according to the text. 

1)	처음에는	김치	맛이	어땠습니까?

김 치 는 고 .

2)	이	사람은	김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고 향 에 서 도 김 치 가 .

① ③② ④

① ② ③

비빔밥 라면 김밥 떡볶이

(														)	→	(														)	→	(													)

Part 211과ㆍ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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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뭘 먹을까요? 
저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럼 비빔밥을 
먹을까요? 
어때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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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보기>와 같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 쓰세요.    
 Do you like Korean food?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write about your favorite Korean food.

																																																																																																																						

																																																																																																																												

																																																																																																																										

																																																																																																																						

																																																																																																																											

																																																																																																																											

보기

저는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짜고	매워서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치를	

라면과	같이	먹었습니다.	조금	매웠습니다.	

그렇지만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음식과	같이	김치를	자주	먹습니다.	

지금은	방학	때	고향에서도	김치가	생각

납니다.	다음에	고향	집에	김치를	사	가고	

싶습니다.

Part 211과ㆍ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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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사는	대화를	듣고	말할	수	있다.

●	쇼핑	경험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물건

●	쇼핑

●	-지만

●	보다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I’d like to see some sneakers

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	여러분은	쇼핑을	자주	해요?

●	여러분은	백화점에서	무엇을	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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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present, gift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I got a gift from a friend.

가방 bag

가방 안에 책이 있어요.
There’s a book in the bag.

모자 hat

실내에서는 모자를 쓰지 않아요.
We don’t wear a hat indoors.

신발 shoes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
Please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enter.

옷 clothes

새 옷을 입었어요.
I wore new clothes.

화장품 cosmetics

화장품 가게에서 여자 친구의 선물을 샀어요.
I bought a gift for my girlfriend at a cosmetics store.

물건 Item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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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다	take off

친절하다	kind

가게 store

옷 가게에 손님이 많아요.
The clothing store has many customers.

원 won (KRW)

이 신발은 오만 원이에요.
This pair of shoes costs KRW 50,000.

점원 clerk

이 가게는 점원이 아주 친절해요.
The clerk at this store is very friendly.

가격 price

가방 가격이 많이 비쌌어요.
The bag was very pricey.

쇼핑 shopping

어제는 명동에서 쇼핑을 했어요.
I went shopping yesterday in Myeong-dong.

쇼핑 Shopping

Part 112과ㆍ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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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얼마예요? How much is it?

가: 이 옷은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dress?

나: 할인해서 사만 원 입니다. It’s on sale for 40,000 won. 

(물건)을 고르다 choose (something) 

오렌지 주스를 골랐어요.
I chose orange juice.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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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비싸다/싸다 expensive / cheap

원피스가 비싸요.
The dress is expensive.

할인하다	discount

계산해	주세요	Can I	have the bill,	please?

Part 112과ㆍ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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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앞에	오는	말을	인정하면서	그와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덧붙일	때	쓰는	

연결	어미입니다.
It is a conjunctive ending used to admit what comes before while adding an objection 
or a different fact right after.

가:	새	가방	어때요?

나:	작지만	물건이	많이	들어가서	좋아요.

가: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나:																																		재미있어요.

1

가:	신발을	왜	안	사요?

나:	디자인은	마음에																																		사이즈가	작아요.

2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choosing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연습Ⅰ

보기 들다                                           어렵다                                           불다

3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바람이	많이																																		춥지	않아요.

의미

Meaning

동사, 형용사 + -지만  Verb, Adjective + -지만

받침	O 먹다,	작다 먹지만,	작지만

받침	X 가다,	크다 가지만,	크지만

이다 학생이다 학생이지만

형태

Form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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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사 + 보다  Noun + 보다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할	때,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It is a particle to indicate the comparison target when comparing different items.

가:	무엇이	더	비싸요?

나:	주스가	커피보다	비싸요.

받침	O 김밥 김밥보다

받침	X 떡볶이 떡볶이보다

가:	진우	씨와	진우	씨	형	중에서	누가	더	키가	커요?

나:	형이																													키가	커요.	

1

가:	서울역에	가고	싶어요.	버스와	지하철	중에서	뭐가	더	빨라요?

나:	지금	이	시간에는																													지하철이	빨라요.	

2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연습Ⅱ

사이즈	size

서울역	Seoul Station

바람이	불다	wind blows

!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가 같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빨라요.	=	버스보다	지하철이	빨라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Part 112과ㆍ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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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1) 가:	주말에	뭐	했어요?

 나:	백화점에서																												을/를	했어요.	

2) 가:	이	신발																												이에요/예요?

 나:	오만	원이에요.

3) 가:	그	모자는	뭐예요?

 나:	생일																												이에요/예요.	친구에게	받았어요.

보기 얼마                                          쇼핑                                          선물

1) 버스가	지하철보다	빨라요.

2) 오른쪽	가방이	왼쪽	가방보다	무거워요.

3) 사과가	바나나보다	비싸요.

2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Read the sentence and choose the correct picture.

① ② ③

③① ②

② ③①

>> =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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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omplete the sentence.

1) 

2) 

3) 

4) 

보기 크다 작다 가격 싸다 비싸다

보다 -지만

형은	키가																												,	동생은	키가																												.

검은색	신발																												하얀색	신발이	더																												.

빨간색	옷은	파란색	옷																												가격이																												.

이	모자는	디자인은	예쁘																																																									이/가	비싸요.

형 동생

Part 112과ㆍ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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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리사 씨가 쇼핑을 해요. 점원과 리사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a is going shopping. Listen carefully to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clerk and Lisa.

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뭘 찾으세요?

 여러분은 쇼핑을 좋아해요? 
 Do you like shopping?

 여러분은 어디에서 쇼핑해요?
 Where do you go shopping?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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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여기는	신발	가게예요. O X

2)	리사	씨는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O X

3)	운동화의	가격이	매우	싸요. O X

4)	리사	씨는	운동화를	사지	않았어요. O X

3 리사 씨는 어떤 운동화를 샀습니까?
 What kind of sneakers did Lisa buy?

다른	운동화보다	가격은	조금																																	.		

인기가																																.		

보기 비싸다                        싸다                        많다                        적다

2 리사는 어디에 갔습니까?
 Where did Lisa go?

신발	가게 옷	가게 식당 화장품	가게

① ② ③ ④

Part 212과ㆍ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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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어제	신발	가게에	갔습니다.	

그	가게는	여러	가지	신발이	있고	점원도	친절합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구두를	샀습니다.	그	구두는	다른	구두보다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디자인이	예쁘고	편했습니다.	내일	새	구두를	

신고	회사에	갈	것입니다.

여러가지	variety

디자인	design

새	new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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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의 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Read the text on the left and fill in the blanks.

2 다음 질문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Connect the one that best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s.

3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Write the correct word from the <Example>.

1)	어제	어디에	갔습니까?	Where did she go yesterday?

2)	가게의	점원은	어떻습니까?	How was the clerk of the store?

저는	그	가게에서	구두를	샀습니다.	그	구두는	다른	구두보다	

가격이	조금																						지만	디자인이

																											  																												.                                 

1)	이	사람은	무엇을	신어요?

㉠	회사	

㉡	집	

㉢	백화점	

㉣	학교	

2)	이	사람은	어디에	가요?

어 제 에 갔 습 니 다 .

가 게 의 은 .

보기 예쁘다                        편하다                        비싸다                        싸다   

①

②

③

④

Part 212과ㆍ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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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책이 비싸요?
컴퓨터가 비싸요?
무엇이 더 비싸요?

사과를 사고 싶어요?
수박을 사고 싶어요?
무엇을 더 사고 싶어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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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지난주에 무엇을 샀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at did you buy last week?  Write using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지난주	수요일에	신발	가게에	갔습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구두를	샀습니다.	그	

구두는	다른	구두보다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디자인이	예뻤습니다.	내일	새	구두를	신고	

회사에	갈	것입니다.

																																																																																																																											

																																																																																																																						

																																																																																																																												

																																																																																																																										

																																																																																																																						

																																																																																																																											

																																																																																																																						

Part 212과ㆍ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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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	활동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취미	활동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취미

●	취미	활동

●	-을	수	있다

●	-고	있다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Can you do the K-POP dance?

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요?

●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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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댄스 K-POP dance

저는 K-POP 댄스를 좋아해요.
I like K-POP dance.

그림 painting

지난주부터 그림 공부를 시작했어요.
I started studying painting last week.

요리 food

오늘 점심에 한국 요리를 먹을까요?
Shall we have Korean dishes for lunch?

악기 instrument

이 악기 이름이 뭐예요?
What’s the name of this instrument?

사진 picture

우리 가족사진이에요.
This is a picture of my family.

취미 Hobbi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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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다 dance

저는 K-POP 댄스를 춰요.
I can dance to K-POP.

그리다 drow

그림을 그려요.
I draw a painting.

연주하다 play (an instrument)

피아노를 연주해요.
I play the piano.

찍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어요.
I take a picture.

만들다 make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I make Korean food.

배우다 learn

저는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워요.
I learn a foreign language at school.

취미 활동 Hobby Activities

Part 113과ㆍ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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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취미가 뭐예요? What are your hobbies?

취미가 뭐예요?
What are your hobbi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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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명사)이다 My hobby is (noun)

제 취미는 여행이에요.
My hobby is traveling.

Part 113과ㆍ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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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 -을 수 있다/-ㄹ 수 있다  Verb + -을 수 있다/-ㄹ 수 있다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to show one’s ability of doing the action.

가:	샤오위	씨,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나:	저는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받침	O 먹다 먹을 수 있다

받침	X 가다

받침	ㄹ 만들다

가:	나타샤	씨,	자전거를																																			?	(타다)

나:	네,	저는	자전거를																																			.	(타다)

나:	아니요,	저는	자전거를																																			.	(타다)

1

가:	지훈	씨,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을																																			?	(먹다)

나:	네,	오늘	저녁에	괜찮아요.

						같이	저녁을																																			.	(먹다)

나:	미안해요.	함께	저녁을																																			.	(먹다)

						약속이	있어요.

2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을 수 있다

의미

Meaning

형태

Form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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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동사 + -고 있다  Verb + -고 있다

동사에	붙어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to indicate that the action is continuing.

가:	쯔엉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	저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어요.

받침	O 찾다 찾고 있다

받침	X 가다 가고 있다

가:	샤오위	씨가	누구예요?					

나:	지금	사진을																																			.	(찍다)

						저	사람이에요.

1

가:	리사	씨,	왜	대답을	안	해요?						

나:	미안해요.	음악을																																			.	(듣다)

						그래서	몰랐어요.

2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고 있다

Part 113과ㆍ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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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쓰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for each picture.

1) 가:	쯔엉	씨가	지금	뭐	해요?

나:	쯔엉	씨가	사진을																																						.	

2) 가:	나타샤	씨가	지금	뭐	해요?

나:	나타샤	씨가	K-POP	댄스를																																						.	

만들고 있어요추고 있어요 연주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만들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3) 가:	리사	씨가	지금	뭐	해요?

나:	리사	씨가	음식을																																						.

그리고 있어요배우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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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지연	씨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	

2) 저는	공포영화를	 뵐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

3) 어제	저는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찍었고 있어요 .

4) 저는	커피를	 마실 수 없어요 마시을 수 없어요 .	

3 단어를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using the words below.

1) 가:	샤오위	씨,	오늘	만날까요?

 나:	미안해요.	오늘	수업이	있어서																																																								.	

2) 가:	쯔엉	씨,	K-POP을	좋아해요?

 나:	네,	좋아해요.	저는	K-POP	댄스도																																																								.	

3) 가:	리사	씨,	지금	뭐	해요?	

 나:	음식을																																																								.

4) 가:	지훈	씨,	베트남어	알아요?

 나:	네,	알아요.	저는	베트남어	책도																																																								.	

보기 하다 만나다 추다 만들다 보다   읽다

-을 수 있다 -을 수 없다 -ㄹ 수 있다 -ㄹ 수 없다 -고 있다

Part 113과ㆍ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226    

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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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요?
 When you have time, what do you do?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해요?
 What do you like?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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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나타샤	씨는	K-POP	댄스가	어려워요. O X

2)	나타샤	씨는	혼자	댄스	연습을	해요. O X

3)	샤오위	씨는	이번	주말에	댄스	학원에	가요. O X

4)	샤오위	씨는	K-POP	댄스를	배우고	싶어요. O X

2 두 사람은 언제 학원에 갑니까?
 When do they go to the dance school?

1 나타샤 씨와 샤오위 씨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What are Natasha and Xiaoyu interested in?

③ ④

① ②

① ③② ④

K-POP	댄스 노래

태권도 요리

Part 213과ㆍ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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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저는	요즘	주말에	아주	바쁩니다.	주중에는	회사	일이	많아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취미	생활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한국	요리를	만듭니다.	세종학당	사이트에서	요리법을	보고	친구들과	

같이	만듭니다.	음식	맛은	다	다르지만	모두	맛있습니다.	일요일에는	

K-POP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바쁘지만	즐겁습니다.

주중	weekdays

요리법	recipe

즐겁다	enjoyable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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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2 이 사람은 일요일에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this person do on Sundays?

3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s.

1)	한국	노래를	배우면	무엇이	좋습니까?

한 국 어 도 있 습 니 다 .

2)	토요일에는	무엇을	합니까?

한 국 를 만 듭 니 다 .

①		일요일에는																												을/를	배우고	있습니다.

②	주말에																												을/를	합니다.

③																												에	바쁘지만	즐겁습니다.

① ②

K-POP 노래취미 생활 주말 요리법

요리를	배워요 K-POP을	배워요

③ ④

한국	요리를	먹어요 음악을	들어요

Part 213과ㆍ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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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주말에 뭐 해요?

그래요? 저는 주말에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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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보기

저는	주말에	취미	생활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한국	요리를	만듭니다.	세종학당	사이트에서	

요리법을	보고	친구들과	같이	만듭니다.	

일요일에는	K-POP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바쁘지만	

즐겁습니다.

1 여러분은 요즘 어떤 취미 활동을 합니까? <보기>와 같이 취미 활동에 대해 쓰세요.  
  What do you do on your free time nowadays?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write about your hobbies.

																																																																																																																						

																																																																																																																												

																																																																																																																										

																																																																																																																						

																																																																																																																											

																																																																																																																											

																																																																																																																											

Part 213과ㆍ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14과

●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여행지에	대해	소개할	수	있다.

●	여행	장소

●	여행	활동					

●	-기	전에

●	-으려고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I’m going to travel before I go to my hometown

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	여러분은	한국의	어디에	가고	싶어요?

●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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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trip

주말에 부산에 여행을 갈 거예요.
I’m going on a trip to Busan this weekend.

산 mountain

주말에 산에 올라갔어요.
I climbed up a mountain on the weekend.

바다 sea

바다에서 수영을 했어요.
I swam in the sea.

부산 Busan

부산은 바다가 유명해요.
Busan is famous for its sea.

인천 Incheon

인천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어요.
I came from Incheon to Seoul by airport bus.

제주도 Jeju Island

제주도에서 귤을 많이 먹었어요.
I ate a lot of tangerines in Jeju Island.

서울 Seoul

경복궁은 서울에 있어요.
Gyeongbokgung Palace is in Seoul.

여행 장소 Places to Travel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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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foreign country

저는 스무 살에 처음 외국에 갔어요.
I went to a foreign country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20.

여권 passport

여권을 잃어버려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I lost my passport, so I couldn't get on the plane.

여행사 travel agency

여행사에 전화해서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I called the travel agency and booked a flight ticket.

호텔 hotel

명동 근처에 호텔이 많아요.
There are many hotels near Myeong-dong.

신혼여행 honey moon

친구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My friend went on his/her honeymoon after the wedding.

여행 활동 Travel activities

Part 114과ㆍ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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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숙소)를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숙소를 예약했어요.
I made a reservation for accommodation.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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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표)를 예매하다 to book (a plane ticket)

비행기 표를 예매할 거예요.
I'm going to book a plane ticket.

Part 114과ㆍ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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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오는	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앞에	오는	말이	나타내는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It indicates that the action that comes after is prior to the action before it.

가:	자기 전에	무엇을	해요?

나:	책을	읽어요.

동사 + -기 전에  Verb + -기 전에

받침	O 먹다 먹기 전에

받침	X 가다 가기 전에

-기 전에

1	 밥을																														손을	씻어요.	(먹다)

2	 친구	집에																													전화를	해요.	(가다)	

3	 수영을																													준비운동을	해요.	(하다)

4	 																												창문을	열어요.	(청소하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의미

Meaning

형태

Form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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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 -으려고/-려고  Verb + -으려고/-려고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It indicates one’s purpose or desire to do an action.

가:	가게에서	뭐	샀어요?

나:	점심에	먹으려고	빵을	샀어요.

가:	공원에	왜	가요?	

나:	친구를																												공원에	가요.	(만나다)

1

가:어디에	전화했어요?

나:	비행기	표를																												여행사에	전화했어요.	(예약하다)			

가:	뭘	찾고	있어요?

나:	전화를																												휴대	전화를	찾고	있어요.	(걸다)

2

3

-으려고

받침	O 먹다 먹으려고

받침	X 가다 가려고

ㄹ	받침 놀다 놀려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의미

Meaning

형태

Form

Part 114과ㆍ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240    

1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choosing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보기

1) 가:																													준비는	다	했어요?

 나:	아니요.	가방을	싸지	못했어요.		

2) 가:	제주도에서	뭐	했어요?

 나:																												에서	수영을	했어요.

3) 가:	미카	씨	오빠는	어디에서	일해요?

 나:	저희	오빠는																												에서	일해요.	여행	상품을	팔아요.

4) 가:	왜	비행기를	못	탔어요?

 나:																												을/를	집에	두고	왔어요.

여행 바다 여행사 여권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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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을 설명하는 그림의 번호를 쓰세요.
 Write down the number of corresponding picture that best describes the sentence.

생각 행동

1)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

2)	밥을	먹으려고	손을	씻었어요. ▶

3)	친구에게	주려고	꽃을	샀어요. ▶

① ② ③

④ ⑤ ⑥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공부하기	전에	샤워를	했어요. O X

2)	잠을	자기	전에	불을	껐어요. O X

3)	샤워를	하기	전에	잠을	잤어요. O X

Part 114과ㆍ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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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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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한국의 어디에 가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in Korea?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in Korea?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여행을 많이 
할 거예요.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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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쯔엉	씨는	한국에서	여행을	많이	했어요. O X

2)	선생님은	제주도에	갈	거예요. O X

3)	쯔엉	씨는	전주에	갈	거예요. O X

4)	쯔엉	씨는	지금	부산에	있어요. O X

1 쯔엉은 어디에 갈 거예요? 모두 고르세요. 
 Where will Truong go? Choose all the correct answers.

서울 전주 부산 대구 경주

2 쯔엉은 가장 먼저 어디를 여행할 거예요?
 Where is Truong going to travel first?

서울 전주 제주도 경주

① ② ③ ④

Part 214과ㆍ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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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저는	지난	주말에	한옥	마을을	구경하려고	전주에	갔습니다.	

한옥	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도	먹었습니다.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전주를	

떠나기	전에	친구들	선물을	샀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습니다.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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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1)	전주에	왜	갔습니까?

한 옥  마 을 을    갔 습 니 다 .

2)	한복을	입고	무엇을	했습니까?

한 복 을  입 고      .

2 이 사람은 전주를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What did this person do before leaving Jeonju?

① ② ③ ④

① ② ③

3 시간 순서대로 그림의 번호를 쓰세요.
 Write down the number of pictures in chronological order.

(														)	→	(														)	→	(													)

Part 214과ㆍ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246    

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여권을 언제 
만들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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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지난주에 뭘 했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at did you do last week? Use <Example> as reference.

보기

저는	지난	주말에	한옥마을을	구경하려고	

전주에	갔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비빔밥도	먹었습니다.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전주를	떠나기	전에	친구들	

선물을	샀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Part 214과ㆍ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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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증상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건강	비법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신체					

●	치료

●	증상

●	-은	후에

●	-으세요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Get some good rest after taking the medicine

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	우리	몸에는	무엇이	있어요?

●	우리	몸을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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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leg

다리가 아파요.
My legs hurt.

머리 head

머리가 아파요.
I have a headache.

목 throat

목이 아파요.
I have a sore throat.

팔 arm

팔이 아파요.
My arms hurt.

손 hand

손이 아파요.
My hands hurt.

배 stomach

배가 아파요.
I have a stomachache.

발 feet

발이 아파요.
My feet hurt.

신체 Body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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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hospital

아파요. 병원에 가요.
It hurts. I’m going to see a doctor.

약 medicine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I took medicine because I had a stomachache.

약국 pharmacy

약국에서 약을 사요.
I buy medicine at the pharmacy.

치료 Medical Treatment

Part 115과ㆍ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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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sick

어제 몸이 아파서 수업에 못 갔어요.
I couldn’t go to the class yesterday because I was sick.

스트레스를 받다 get stressed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When do you get stressed?

감기에 걸리다 catch a cold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I caught a cold, so I went to see a doctor.

피곤하다 tired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I’m so tired that I want to go home and sleep.

스트레스를 풀다 relieve stress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How do you relieve your stress?

증상 Symptom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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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아프세요? Where does it sick?

어디가 아프세요?
Where does it sick?

푹 쉬다 Get some good rest

약을 먹고 푹 쉬세요.
Take the medicine and get some good rest.

표현 Expressions

Part 115과ㆍ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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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 -은 후에/-ㄴ 후에  Verb + -은 후에/-ㄴ 후에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시간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뒤의	행위를	함을	나타냅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to indicate that the action after it chronologically follows the action 
before it.

가:	감기에	걸려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나:	집에	가서	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받침	O 먹다 먹은 후에

받침	X 배우다

ㄹ	받침 만들다

가:	나타샤	씨,	몸은	좀	어때요?

나:	어제	목욕을																													일찍	자서	지금은	괜찮아요.	(하다)

1

가:	지훈	씨,	어제	수업	끝나고	뭐	했어요?

나:	점심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먹다)

2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은 후에

의미

Meaning

형태

Form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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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 -으세요/-세요  Verb + -으세요/-세요

문장의	주어를	높이면서	어떤	사실을	명령,	요청할	때	씁니다.	
It is used to command/request the action in an honorific manner to the subject of a sentence.

가:	쯔엉	씨,	오늘	수업에	안	와요?

나:	네,	몸이	아파서	오늘은	수업에	못	가요.

가:	그래요?	그럼	약을	드신	후에	집에서	푹	쉬세요.

받침	O 읽다 읽으세요

받침	X 가다 가세요

ㄹ	받침 만들다 만드세요

가:	샤오위	씨,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나:	저는	운동을	해요.	

	 리사	씨도		운동을																												.	스트레스가	풀릴	거예요.	(하다)

1

가:	이	약은	언제	먹어요?

나:	먼저	식사를	한	후에	약을																												.	(먹다)

2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으세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Part 115과ㆍ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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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correct answers.

2) 팔

1) 다리

3) 발

4) 배

①

②

③

④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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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쯔엉	씨,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 마세요 안 보세요 .																																	

2) 나타샤	씨는	숙제를	 했은 후에 한 후에 	친구를	만났어요.																																

3) 지훈	씨,	감기	빨리	 나으세요 낫으세요 .	

4) 저는	친구와	 논 후에 놀은 후에 	도서관으로	갔어요.	

3 단어를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어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을	잘	못	잤어요.

 나:	괜찮아요?	자기	전에는	커피를	많이																																																								.

2) 가:	나타샤	씨,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나:	좋아요.	수업이																																																									만납시다.	

3) 가:	어제	머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나:	그래요?	오늘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	

4) 가:	리사	씨,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나:	미안해요.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약을																																																								

 						일찍	잠을	잤어요.	

보기 끝나다 마시다 풀다 쉬다 먹다   아프다

-으세요 -세요 -은 후에 -ㄴ 후에 -지 마세요

Part 115과ㆍ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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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쯔엉 씨와 지연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Truong and Jiyeon’s conversation.

 여러분은 언제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When did you get sick? Where did it hurt?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So what did you do?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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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지연	씨는	배가	아파요. O X

2)	쯔엉	씨는	약을	먹었어요. O X

3)	두	사람은	같이	병원에	갔어요. O X

4)	쯔엉	씨는	쉴	거예요. O X

2 쯔엉 씨는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겁니까?
 What will Truong do first, and what will he do later?

1 쯔엉 씨는 어디가 아픕니까?
 Where is Truong hurt?

① ②

① ② ③

머리 배

③ ④

다리 손

(														)	→	(														)

Part 215과ㆍ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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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여러분은	밤에	잠이	잘	옵니까?	자주	깨지	않습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잘	잡니다.	여러분	잠을	푹	

자고	싶습니까?	스트레스를	바로	푸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자기	3시간	전에	식사하고	목욕한	후에	

주무세요.	잠을	잘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욕하다	to take a	bath

방법	way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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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2 잠을 잘 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What should you do to sleep well? Choose O if the method is valid, or X if not.

3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이	사람은	왜	잠을	잘	못	잤습니까?

를 받 아 서 못 잤 습 니 다 .

2)	이	사람은	잠을	잘	못	자서	어땠습니까?

너 무 .

①	스트레스를	바로																												.

② 목욕을	한	후에																												.												

③ 이																												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푸세요 잠 주무세요

스트레스를 풀어요

O X

① 차를 마셔요

O X

② 친구를 만나요

O X

③

목욕을 해요

O X

④ 커피를 안 마셔요

O X

⑤ 저녁식사를 해요

O X

⑥

Part 215과ㆍ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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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병원에 같이 
갈까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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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보기

여러분은	밤에	잠이	잘	옵니까?	자주	깨지	

않습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푹	자고	싶습니까?	스트레스를	

바로	푸세요.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시지	

마세요.	자기	3시간	전에	식사하고	목욕한	후에	

주무세요.	잠을	잘	잘	수	있을	겁니다.

1  여러분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보기>와 같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쓰세요.

 Have you had any concerns about your health? How did you resolve it?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write about how to stay healthy.

																																																																																																																											

																																																																																																																						

																																																																																																																												

																																																																																																																										

																																																																																																																						

																																																																																																																											

																																																																																																																						

Part 215과ㆍ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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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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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콜릿이																							.

	 ①	걸려요	 	 ②	쉬어요	

	 ③	달아요	 	 ④	들어요	

2	 	졸업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	

	 ①	줄	거예요	 ②	쓸	거예요

	 ③	받을	거예요	 ④	고를	거예요

3	 	쯔엉하고	같이	공원에	갔어요.	저는	사진을																				

쯔엉은	그림을	그렸어요.	

	 ①	찍고	 	 ②		추고

	 ③	그리고	 	 ④	만나고

4	 부산	바다에	사람이	많아요.	부산은	바다가	

	 																						.	

	 ①	바빠요	 	 ②	편해요

	 ③	다양해요		 ④	유명해요

5	 감기에																								병원에	갔어요.	

	 ①	걸어서	 	 ②	걸려서

	 ③	늘어서	 	 ④	들어서

6	 약을	먹고	푹																							.	

	 ①	잤어요	 	 ②	놀았어요

	 ③	먹었어요		 ④	운동했어요

7	 이	구두가	마음에																							.	

	 ①	많아요	 	 ②	예뻐요

	 ③	들어요	 	 ④	받아요

8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	기분이	

좋아요.

	 ①	줬어요	 	 ②	받았어요

	 ③	풀었어요		 ④	생각했어요

9	 가족	여행을	해요.	미리	비행기	표를																						.	

	 ①		연락했어요	 ②	예매했어요				

	 ③	시작했어요	 ④	갈아탔어요

10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	매일	김치를	

먹어요.	

	 ①	아주	 	 ②	자주

	 ③	바로	 	 ④	우선

보기 																			가	맛있어요.	

①	시계												②	사과 ③	배우 ④	전화
✔

11	 가:	리사	씨,	이	가방	어때요?	

	 나:	와,	좋아요.	다른	가방																							예뻐요.

	 ①	에게	 	 ②	하고

	 ③	보다	 	 ④	에서

[11~18]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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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김밥																				먹어요.	

①	이												 ②	을 ③	에 ④	에서
✔

종합문제 Comprehension Practice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65

[19~20]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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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저는	피아노를	배워요.	주말에	동생하고	같이	

악기를	연주해요.		

	 ①	취미		 	 ②	시간		

	 ③	가족	 	 ④	운동	

20	 	여기	김밥	2인분하고	떡볶이	1인분	주세요.	주스도	

주세요.	

	 ①	맛	 	 ②	쇼핑	

	 ③	주문	 	 ④	여행	

보기 저는	호주	사람이에요.	지훈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①	나이 ②	나라 ③	가족 ④	직업
✔

12	 가:	요즘	무슨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요?

	 나:	‘서울이야기’가	재미있어요.	꼭	한번																	.	

	 ①	보세요						 ②	볼까요

	 ③	보고	싶어요	 ④	볼	수	있어요

13	 가:	지난주	시험이	어땠어요?

	 나:	시험은																							머리가	아파서	시험을	

	 	 못	봤어요.	

	 ①	쉽지만	 	 ②	쉬지만

	 ③	쉬웠지만		 ④	쉬었지만

14	 가:	약은	언제	먹어요?

	 나:	밥을																							드세요.	물도	많이	드세요.	

	 ①	먹어서	 	 ②	먹지만

	 ③	먹으려고		 ④	먹은	후에

15	 가:	어디부터	여행할	거예요?

	 나:	우선	제주도에																							.	

	 ①	갔어요	 	 ②	가세요

	 ③	가고	있어요	 ④	가려고	해요

16	 	가:	우리	떡볶이를	먹을까요?

	 나:	떡볶이는																							잘	못	먹어요.	

	 ①	맵고	 	 ②	매워서

	 ③	맵지만	 	 ④	맵지	않고

17	 가:	다음	달에	고향에	가지요?	한국	여행을	많이	

	 	 했어요?

	 나:	아니요.	고향에																							한국에서	

	 	 여기저기	많이	여행할	거예요.	

	 ①	돌아가서		 ②	돌아가려고

	 ③	돌아가기	전에	 ④	돌아갈	거지만

18	 가: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나:	제가	도와줄까요?	저는	김밥을																						.	

	 ①	만드세요		 ②	만듭시다

	 ③	만들지	못해요	 ④	만들	수	있어요

Part 3초급 1·11과~15과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16과

●	길을	묻고	답하는	대화를	듣고	말할	수	있다.	

●	이동	경로와	이동	방법에	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교통수단

●	교통수단	이용

●	에서,	까지

●	-으십시오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How do I get to Seoul Station from here?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타요?	

●	여러분은	학교에	어떻게	가요?	회사에	어떻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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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bus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요.
I go to school by bus.

기차 train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요.
I go to Busan by train.

배 boat

한강에서 배를 탈 수 있어요.
You can take a boat on Hangang River.

지하철 subway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갔어요. 
I went to Seoul Station by subway.

비행기 plane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요.
I go to Jeju Island by plane.

교통수단 Appointment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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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station

역에서 기차표를 샀어요.
I bought a train ticket at the station.

터미널 terminal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요.
I take a bus at the terminal.

정류장 bus stop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세요.
Take a bus at the bus stop in front of the school.

타다 ride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I ride my bike in the park.

걸어가다 walk

학교에 걸어가요.
I walk to school.

갈아타다 transfer

시청역에서 한 번 갈아타요.
Let’s  transfer at City Hall station.

교통수단 이용 Using Public Transport

Part 116과ㆍ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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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distance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What’s the distance between your home and the school?

가깝다 close

학교가 집에서 가까워요.
The school is close to my home.

멀다 far 

회사가 집에서 멀어요.
My workplace is far from my home.

얼마나 how long

서울역에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Seoul Station to the airport?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71

길이 막히다 a lot of traffic

퇴근길은 길이 많이 막혀요.
There’s a lot of traffic on my way home from work.

(시간)이 걸리다 take (time)

집에서 회사까지 한 시간 걸려요.
It takes an hour to get from home to work.

표현 Expressions

Part 116과ㆍ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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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범위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에서: It indicates the start of a range.

까지:	범위의	끝	지점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까지: It indicates the end of a range.

가:	집에서	학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나:	30분	걸려요.	

명사 + 에서, 까지  Noun + 에서, 까지

받침	O 집 집에서

받침	X 학교 학교에서

받침	O 집 집까지

받침	X 학교 회사까지

에서, 까지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1	 학교																			도서관																			30분	걸려요.

2	 은행																			슈퍼마켓																			10분	걸려요.

3	 공항																			서울역																			1시간	걸려요.

의미

Meaning

형태

Form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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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 -으십시오/-십시오  Verb + -으십시오/-십시오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정중하게	명령하거나	권유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It shows formality while ordering/suggesting something to the listeners.

가:	전화번호는	어디에	써요?

나:	여기에	쓰십시오.

받침	O 읽다 읽으시오

받침	X 가다 가십시오

ㄷ	받침 듣다,	걷다 들으십시오,	걸으십시오

ㅂ	받침 돕다,	눕다 도우십시오,	누우십시오

ㄹ	받침 만들다,	살다 만드십시오,	사십시오

-으십시오

가:	공항에	가고	싶어요.

나:	공항	철도를																																									.	(타다)	

1

가:	리사	씨가	자리에	있습니까?

나:	잠시만																																									.	(기다리다)		

2

가:	이	책이	있습니까?

나:	죄송합니다.	그	책은	내일	들어옵니다.

	 내일	다시																																									.	(오다)	

3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의미

Meaning

형태

Form

Part 116과ㆍ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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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2 알맞은 그림의 번호를 찾아 넣으세요.
 Write down the correct number of picture for each blank.

보기 기차                     정류장                      갈아타세요                     가까워요

1) 가:	근처에	버스																													이/가	어디에	있어요?

 나:	이	길을	쭉	가십시오.	왼쪽에	보입니다.

2) 가:	강남역에	가고	싶어요.

 나:	여기에서	1호선	지하철을	타세요.	그리고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	

 	 시청역에	2호선	지하철이	있어요.

3) 가:	집에서	학교까지	멀어요?

 나:	아니요.	멀지	않아요.																																					.

4) 가: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

 나:																												을/를	타고	가요.	3시간이	걸려요.

출발 도착

1)	이	비행기는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갑니다. ▶

2)	이	버스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

3)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	갑니다. ▶

HANOK 
VILLAGE

① ② ③

④ ⑤ ⑥

전주 한옥마을

경복궁 & 남산타워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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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words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보기 가십시오         쓰십시오        보십시오         받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1) 가:	세종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나:	세종병원까지																																		.																						

	 세종병원	옆에	있습니다.

2) 가:	다	썼어요.

나:	그럼,	잠깐																																									.

3) 가: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나:	이	종이를																																		.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

가:	여기	통장입니다.																																		.

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Part 116과ㆍ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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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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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타요? 
 What do you usually ride?

 여러분은 학교에 어떻게 가요? 회사에 어떻게 가요?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do you get to work?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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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두	사람은	서울역에	있어요.	 O X

2)	백	번	버스는	서울역에	가요. O X

3)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멀어요. O X

4)	서울역까지	두	시간	걸려요. O X

1 리사 씨는 어디에 갈 거예요?
 Where is Lisa going?

2 리사 씨는 몇 번 버스를 타요?
 Which bus does Lisa take?

①	50

②	100

③	150

④	200

① ②

서울역 서울대학교

③ ④

남산타워 고속터미널

Part 216과ㆍ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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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지난	주말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역까지	세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정말	

예뻤습니다.	해운대에서	저녁을	먹고	서울에	돌아가려고	부산역에	

갔습니다.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면역에서	

한	번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해운대	Haeundae

돌아가다	go back

무사히	safely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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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1)	서울에서	부산역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걸 렸 습 니 다 .

2)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무엇을	타고	갔습니까?

타 고 갔 습 니 다 .

2 이 사람이 이용하지 않은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Which means of transport did the person not use?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① ② ③ ④

3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엇을 탔어요?
 What did the person use to get from Seoul to Busan?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① ② ③ ④

Part 216과ㆍ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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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66번 버스를 타고 
싶어요. 
어디에서 타요?

비행기를 탈 거예요. 
여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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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보기

저는	도서관에	자주	갑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가끔	버스도	탑니다.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10분	걸립니다.	

1  여러분은 어디에 자주 가요? 그때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ere do you usually go? What means of transport do you use to get there?

 Use <Example> as a reference.

																																																																																																																											

																																																																																																																						

																																																																																																																												

																																																																																																																										

																																																																																																																						

																																																																																																																											

																																																																																																																						

Part 216과ㆍ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17과

●	집들이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다.	

●	집들이에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집들이

●	초대

●	-어야	되다

●	-고요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What should I bring to the housewarming party?

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	여러분	고향에서는	집들이를	해요?

●	집들이에	무엇을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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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housewarming(party)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할 거예요.
I moved to a new house, so I’ll throw a party at my new place.

휴지 tissue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Throw your used tissue into the trash can.

초대장 invitation

친구를 초대하려고 초대장을 만들어요.
I’m making invitations to invite my friends over.

세제 detergent

세탁기에 세제를 조금 넣은 후에 빨래하세요. 
Put some detergent in the washing machine before doing the laundry.

집들이 Housewarming Party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285

이사하다 move

새집으로 이사해서 기분이 좋아요.
I feel great since I moved to a new house.

초대하다 invite

생일 파티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요?
Who do you want to invite to your birthday party?

도와주다 help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준비하다 prepare

한국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I’ll prepare Korean food.

초대 Invitation

Part 117과ㆍ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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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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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와 드릴게요. Let me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게요.
Let me help you.

Part 117과ㆍ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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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 -어야 되다/-아야 되다  Verb + -어야 되다/-아야 되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It shows obligation or necessity of an action or a situation.

가:	리사	씨,	주말에	집들이를	하려고	해요.	올	수	있어요?

나:	그럼요.	제가	좀	도와줄까요?

가:	고마워요.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좀	일찍	오세요.	

‘ㅏ’,	‘ㅗ’	X 먹다 먹어야 되다

‘ㅏ’,	‘ㅗ’	O 일어나다 일어나야 되다

하다 하다 해야 되다

가:	쯔엉	씨,	주말에	뭐	해요?	같이	영화	볼까요?

나:	미안해요.	동생	생일이라서	고향에																													.	(가다)

1

가: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	그럼	한국어를	잘																													.	(하다)

2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어야 되다

의미

Meaning

형태

Form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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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동사 + -고요  Verb + -고요

상대방이나	말하는	사람이	한	말에	어떤	내용을	계속	이어	말하거나	덧붙일	때	씁니다.	
It is used for continuing or adding to what the speaker or the other has said.

가:	지훈	씨,	집들이에서	보통	뭘	해요?

나:	집을	구경해요.	같이	식사도	하고요.

받침	O 먹다,	만들다 먹고요,	만들고요

받침	X 가다,	공부하다 가고요,	공부하고요

가:	샤오위	씨,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나:	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건강에도																												.	(좋다)

1

가:	지훈	씨,	제주도는	어때요?

나:	경치가	예뻐요.	음식도																												.	(맛있다)

2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고요

Part 117과ㆍ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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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correct answers.

2) 	지훈	씨,																										에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②	초대장

1) 	여기에																												을/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①	휴지

3) 	리사	씨가	생일																											을/를	

만들고	있어요.

③	세제

4) 																												이/가	없어서	

빨래를	못하고	있어요.

④	집들이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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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 해야 돼요 공부 해야 되요 .

2) 영화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가야 해요 가아야 해요 .

3)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어야 해요 들어야 해요 .

4) 그	식당은	인기가	많아서	점심시간에	오래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어야 해요 .

3 단어를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리사	씨,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같이	식사할까요?

 나:	좋아요.	같이	식사해요.	식사한	후에	영화도																																																								.		

2) 가:	저는	한국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	그럼	한국어를	잘																																																								.	

3) 가:	오늘	쯔엉	씨가	이사를	해서																																																								.	

 나: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4) 가:	샤오위	씨,	오늘	뭐	해요?	같이	영화	볼까요?

 나:	미안해요.	숙제가	많아요.	내일	시험도																																																								.

보기 만나다           도와주다           보다           초대하다           하다             있다

-고요          -아야 되다/하다          -어야 되다/하다          -해야 되다/하다

Part 117과ㆍ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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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지훈 씨와 리사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Jihun and Lisa’s conversation.

 여러분 고향에서는 집들이를 해요?
 Do you have a housewarming party in your hometown?

 집들이에 무엇을 준비해요?
 What do you prepare for a housewarming party?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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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오늘	샤오위	씨가	집들이를	해요. O X

2)	지훈	씨가	선물을	살	거예요. O X

3)	두	사람은	같이	만나서	갈	거예요. O X

4)	두	사람은	휴지를	살	거예요. O X

2 리사는 무엇을 할 겁니까?
 What will Lisa do?

1 두 사람은 어디에 갈 겁니까?
 Where are the two people going?

① ③② ④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겁니까?

① ②

학교 호텔

③ ④

집 식당

(														)	→	(													)

Part 217과ㆍ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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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지연	씨에게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메일	보내요.	제가	이사를	해서	다음	주에	

집들이를	하려고	해요.	집들이에서	뭘	해야	해요?	집들이에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한국에서	집들이가	처음이라서	걱정이	

많아요.	메일	주세요.	메시지도	되고요.

그럼	부탁해요.	안녕히	계세요.

	 샤오위가

메일	mail

메시지	message

부탁하다	ask for help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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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2 지연 씨는 샤오위 씨에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How can Jiyeon contact Xiaoyu? Choose O if the method is valid, or X if not.

3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

1)	샤오위	씨는	언제	집들이를	할	겁니까?

에 집 들 이 겁 .

2)	샤오위	씨는	왜	걱정을	했습니까?

에 서 집 들 이 입 니 다 .

①																													에서	뭘	해야	해요?

②	어떤																												을/를	준비해야	돼요?

③	제가																												을/를	해서	다음	주에

																																을/를	하려고	해요.

음식집들이 이사 메일

만나다

O X

전화하다

O X

메일을 보내다

O X

메시지를 보내다

O X

① ② ③ ④

Part 217과ㆍ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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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내일 생일 
파티가 몇 시예요?

생일 선물로 
뭘 사야 돼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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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보기

지연	씨에게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메일	보내요.	제가	

이사를	해서	다음	주에	집들이를	하려고	해요.	

집들이에서	뭘	해야	해요?	집들이에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한국에서	집들이가	처음이라서	

걱정이	많아요.	메일	주세요.	메시지도	되고요.

그럼	부탁해요.	안녕히	계세요.

	 샤오위가

1  여러분은 집에 손님을 초대해 봤습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보기>와 같이 손님을 초대할 때 준비하는 것을 묻는 메일을 쓰세요.
 Have you ever invited guests to your house? What did you prepare?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write an e-mail asking what to prepare when inviting guests.

Part 217과ㆍ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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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	무엇을	활용해	여가	활동을	하는지	표현할	수	있다.

●	여가	활동

●	문화생활

●	으로

●	-으니까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There’s a lot of traffic, so let’s get to the concert by subway

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	여러분은	휴일에	무엇을	해요?

●	여러분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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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television

평일에는 바빠서 텔레비전을 못 봅니다.
I’m too busy on the weekdays to watch television.

낮잠 nap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어요.
I took a nap after lunch.

산책 walk

한강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I take a walk at Hangang Park.

외국어 foreign language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해요.
I study English at a foreign language institute before I go to work.

프로그램 TV show

저는 이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매일 봐요.
I like this travel TV show so much that I watch it every day.

미용실 hair salon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I got a haircut at the hair salon.

여가 활동 Leisure life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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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performance

예술회관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해요.
There are many performances at the arts center.

콘서트 concert

저 가수의 콘서트는 여러 번 봤어요.
I’ve went to that singer's concert several times.

연극 play

이번 연극은 배우들의 연기가 매우 좋았어요.
The actors performed well in this play.

표 ticket

저 영화는 인기가 많아서 표가 없습니다.
That movie is so popular that there are no tickets available.

극장/영화관 theater/movie theater

극장/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I watch movies at the theater/movie theater.

미술관 art gallery

미술관에 그림이 많아요.
There are many paintings at the art gallery.

박물관 museum

박물관에서 한국의 옛날 집과 옷을 봤어요.
I saw old Korean houses and clothes at the museum.

문화생활 Cultural life

Part 118과ㆍ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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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연기가 좋다 a great actor; convincing, impressive 

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어요.
The actors were convincing in the movie.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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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많다 popular

이 옷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These clothes are the most popular ones.

Part 118과ㆍ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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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1	 수건														땀을	닦았어요.

2	 이	펜은	지우개														지울	수	있어요.

3	 여름에	부산														휴가를	갈	거예요.

4	 친구들이	나를	만나려고	모두	서울														왔어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It indicates that the noun is a mean or a tool of doing something.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It indicates the direction of a movement.

가:	영화관에는	무엇을	타고	가요?

나:	택시로	가요.	

가:	어디로	갑니까?		

나:	영화관으로	갑니다.	

으로

의미

Meaning

명사 + 으로/로  Noun + 으로/로

받침	O 젓가락 젓가락으로

받침	X 지우개 지우개로

ㄹ	받침 칼 칼로

형태

Form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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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녀왔습니다.

나:	아기가	자니까	조용히	들어오세요.

-으니까

가:	늦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																												택시를	탑시다.	(늦다)

1

가:	책을	집에	놓고	왔어요.

나:	저는	책이	한	권	더																													이	책을	보세요.	(있다)

2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뒤에	오는	말에	대하여	앞에	오는	말이	원인이나	근거,	전제가	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It is a connection suffix that emphasizes that the foregoing context acts as the cause, basis, or 
premise of the following context.

의미

Meaning

동사, 형용사 + -으니까/-니까  Verb, Adjective + -으니까/-니까

받침	O 있다 있으니까

받침	X 바쁘다 바쁘니까

형태

Form

Part 118과ㆍ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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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choosing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보기

1) 가:	음식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힘들어요.

 나:	그럼	근처	공원에서																												을	합시다.

2) 가:	점심	시간에	무엇을	해요?

 나:	저는	30분	정도																												을	자요.	오후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요.

3) 가:	일요일에	무엇을	했어요?

 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에서	그림을	봤어요.

미술관                                        낮잠                                        산책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words to complete the sentence.

보기 로 으로펜 신용 카드 버스

여기에	   	이름을	쓰세요.
나타샤

시청까지	   	갈	수	있어요.

음료수를	   	계산했어요.

1) 

2) 

3)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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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choose the correct words to complete the sentence.

1) 

																																																																																												엽시다.

창문을더우니까 방 안이

2) 

																												많이																																																											.

조심하세요음료가 뜨거우니까

3) 

																												지금																																																											

사무실에서																												.

사무실로저도 만납시다 가고 있으니까

Part 118과ㆍ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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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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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휴일에 무엇을 해요?
 What do you do during the holidays?

 여러분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해요?
 What do you do when you have free time?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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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나타샤	씨는	영화표가	생겼어요. O X

2)	쯔엉	씨는	토요일에	시간이	없어요. O X

3)	공연은	오후	7시에	시작해요. O X

4)	토요일	저녁에는	길이	많이	막혀요. O X

1 나타샤와 쯔엉은 토요일에 무엇을 봐요?
 What will Natasha and Truong watch on Saturday?

2 나타샤와 쯔엉은 무엇을 타고 공연장에 가요?
 What will Natasha and Truong take to get to the concert?

① ② ③

택시 버스 지하철

콘서트 연극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Part 218과ㆍ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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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저는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으로	

한국	가수들의	동영상을	봅니다.	평소에는	일이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보통	자기	전에	잠깐	봅니다.	그리고	주말에	많이	

봅니다.

동영상	video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평소	usual

일이	바쁘다	busy with work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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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1)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으로	무엇을	봅니까?

    동 영 상 을 .

2)	평소에	왜	동영상을	자주	보지	못합니까?

일 이 자 주 못    .

2 이 사람은 언제 한국 가수의 동영상을 봅니까?
 When does this person watch videos of Korean singers?

① ② ③ ④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이	사람은	한국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O X

2)	이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한국	가수의	동영상을	봅니다. O X

3)	이	사람은	자주	한국	가수의	동영상을	봅니다. O X

4)	이	사람은	보통	자기	전에	한국	가수의	동영상을	봅니다. O X

Part 218과ㆍ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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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왜 지하철을 타요? 
무엇이 좋아요? 

여기에서 도서관까지 
어떻게 갈까요? 버스가 
좋아요? 지하철이 좋아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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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보기

저는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국	가수들의	동영상을	

봅니다.	한국	가수들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춥니다.	지난	주말에는	콘서트에도	다녀왔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1  여러분이 바쁘지 않아요. 그때 무엇을 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What do you when you have free time? Use <Example> as a reference.

																																																																																																																											

																																																																																																																						

																																																																																																																												

																																																																																																																										

																																																																																																																						

																																																																																																																											

																																																																																																																						

Part 218과ㆍ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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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묻고	답하는	대화를	듣고	말할	수	있다.

●	길	찾기와	관련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	장소					

●	방향

●	이동

●	-으러

●	이랑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Let’s go buy something with me

저랑 같이 사러 가요

●	호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	지하철역에서	빵집까지는	어떻게	가요?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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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bakery

빵집에서 빵을 사고 있어요.
I’m buying bread at a bakery.

은행 bank

여기에서 은행까지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to the bank?

은  행

지하철역 station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subway station?

출구 exit

1번 출구가 어디예요? 
Where is exit 1?

횡단보도 crosswalk

횡단보도 앞에서 만납시다!
Let’s meet in front of the crosswalk!

장소 Plac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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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nearby

학교 근처에 가게가 있어요?
Is there a store nearby the school?

똑바로 straight

똑바로 가세요. 그럼 학교가 있어요.
Go straight. You’ll find a school.

건너편 across

횡단보도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There’s a bus station across the crosswalk.

오른쪽 right

빵집은 학교 오른쪽에 있어요. 
The bakery is on the right of the school.

맛나 빵집

왼쪽 left

은행은 학교 왼쪽에 있어요.
The bank is on the left of the school.

은  행

방향 Direction

Part 119과ㆍ저랑 같이 사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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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다 get off

여기에서 내리세요.
Get off here.

나오다 come out

1번 출구로 나오세요.
Come out through exit 1.

건너다 cross

길을 건넙시다.
Let’s cross the street.

이동 Movement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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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나 빵집

은  행

근처에 (장소)이/가 있다 There is a (place) nearby.

근처에 빵집이 있어요? 
Is there a bakery nearby?

(명사)은/는 (위치)에 있다. (noun) is in/on/at (position).

빵집은 학교 오른쪽에 있어요.
The bakery is on the right of the school.

학교 빵집

표현 Expressions

Part 119과ㆍ저랑 같이 사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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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 -으러/-러  Verb + -으러/-러

동사에	붙어	앞의	행동을	하기	위해	이동함을	나타낼	때	씁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verb to show a purpose of moving to do the action.

받침	O 먹다 먹으러

받침	X 사다 사러

ㄹ	받침 만들다 만들러

가:	지훈	씨,	어디에	가요?

나:	친구를	만나러	가요.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Ⅰ

1 가:	샤오위	씨,	어디에	가요?

나:	배가	고파서	밥을																													식당에	가요.	(먹다)

나:	내일	시험이라서																													도서관에	가요.	(공부하다)

2 가:	나타샤	씨는	왜	한국에	왔어요?

나: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살다)

-으러

의미

Meaning

형태

Form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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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명사에	붙어	누구	또는	무엇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함을	가리킬	때	씁니다.
It is attached after a noun to indicate that the action is done along with someone 
or something else.

가:	리사	씨,	이번	주말에	뭐	해요?

나:	동생이랑	신발을	사러	백화점에	갈	거예요.

명사 + 이랑/랑  Noun + 이랑/랑

받침	O 선생님,	학생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받침	X 너,	친구 너랑,	친구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가:	지훈	씨,	방학에	계획이	있어요?

나:	네,	저는	가족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1

가:	샤오위	씨는	누구																												살아요?

나:	저는	부모님																												같이	살아요.

2

이랑

Part 119과ㆍ저랑 같이 사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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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Match the following with the correct answers.

2) 출구

1) 지하철역

3) 건너편

4) 똑바로

①

②

③

④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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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hoose the correct answer.

1) 샤오위	씨는	선생님을	 도으러 도우러 	주말에	학교에	갈	거예요.	

2) 저는	라면을	김치 랑 이랑 	같이	먹어요.

3) 나타샤	씨는	카드를	 만들러 만들으러 	은행에	가야	해요.	

4) 저는	어제	친구를	 만났으러 만나러 	도서관에	갔어요.

3 단어를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to complete the conversation.

1) 가:	리사	씨,	어디에	가요?

 나:	네,	약속이	있어서	명동에	가야	해요.	

      	 그래서	지하철을																																																								.		

2) 가:		쯔엉	씨,	시간이	있어요?																																																									같이	밥	먹어요.

 나:	네,	좋아요.	저도	배가	고파요.	

3) 가: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나:	정말요?	길이	많이	막히니까	꼭	기차를	타고	가세요.

4) 가:	지훈	씨,	오늘	저녁에	뭐	해요?	같이	영화를	볼까요?

 나:	미안해요.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

보기 저 타다 가다 동생 듣다

-으러 가다 -러 가다 랑 이랑

Part 119과ㆍ저랑 같이 사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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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지훈 씨와 리사 씨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to Jihun and Lisa’s conversation.

 호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How can one get to the hotel?

 지하철역에서 빵집까지는 어떻게 가요?
 How can one get to the bakery from the subway station?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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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빵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bakery?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지훈	씨는	빵집의	위치를	알아요. O X

2)	리사	씨는	빵이	먹고	싶어요. O X

3)	지훈	씨는	배가	안	고파요. O X

4)	두	사람은	같이	갈	거예요. O X

2 두 사람은 무엇을 할 겁니까?
 What will they do?

① ② ③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겁니까?

은행	옆 은행	건너편 우체국	옆 우체국	건너편

맛나 빵집은  행

맛나 빵집

은  행

맛나 빵집

맛나 빵집

① ② ③ ④

(														)	→	(														)	→	(													)

Part 219과ㆍ저랑 같이 사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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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여러분,	오늘	식사	장소는	한식당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지하철에서	가깝습니다.	지하철	명동역에서	내리세요.	1번	

출구로	나오세요.	똑바로	오세요.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길을	건너세요.	오른쪽에	‘아리랑’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선배들이랑	같이	노래방에	노래를	부르러	

갈	거예요.	그럼	식당에서	만나요!

식사	meal

선배	older alumnus,	senior

노래방		karaoke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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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3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Choose the correct words.

2 한식당 ‘아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Korean restaurant ‘Arirang?’

①	1번	출구로																												.	

②	영화관	앞에																												이/가	있어요.

③	길을																												.

1)	식사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 화 관   편 에  .

2)	식사	후에	무엇을	할	겁니까?

선 배 들    에 서

노 래 를       .

건너편횡단보도 건너세요 나오세요

①

② ③

④

Part 219과ㆍ저랑 같이 사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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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근처에 식당이 
있어요?

고마워요.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려고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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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은 약속 장소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 봤습니까? 
 <보기>와 같이 약속 장소를 알려 주는 메시지를 쓰세요.
 Have you ever sent a message informing the meeting location?
 Use <Example> as a reference to write a message informing the location of a meetup.

보기

여러분,	오늘	식사	장소는	한식당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지하철에서	가깝습니다.	지하철	명동역에서	

내리세요.	1번	출구로	나오세요.	똑바로	오세요.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	오른쪽에	‘아리랑’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선배들이랑	같이	노래방에	

노래를	부르러	갈	거예요.	그럼	식당에서	만나요!

Part 219과ㆍ저랑 같이 사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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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임법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	방문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표현할	수	있다.

●	높임말

●	께서

●	-으시-

문법 Grammar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My mother likes flowers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세요

●	여러분은	한국	사람의	집에	갔어요?	

●	여러분은	한국	사람의	집에서	뭐	했어요?	어땠어요?

생각하기 Share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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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be

동생이 거실에 있어요.
My brother is in the living room.

자다 sleep

아이가 잠을 자요.
The child is sleeping.

집 house

친구 집에 갔어요.
I went to my friend's house.

먹다, 마시다 eat, drink

동생이 점심을 먹고 있어요.
My brother is eating lunch.

말하다 say

동생이 말했어요.
My brother said

보통 말 Plain Form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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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다 be

할아버지께서 거실에 계세요.
My grandfather is in the living room.

주무시다 sleep

할머니께서 주무시고 있어요.
Grandma’s sleeping.

드시다 eat, drink

할아버지께서 점심을 드시고 있어요.
My grandfather is eating lunch.

말씀하시다 say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The teacher said.

댁 house

선생님 댁에 갔어요.
I went to the teacher’s house.

높임말 Honorifics

Part 120과ㆍ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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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Expressions

처음 뵙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What is your name?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What is your teacher’s name?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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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을 하세요? What do you do for work?

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What does your father do for work?

나: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수학을 가르치세요. 
My father is a high school teacher. He teaches mathematics.

Part 120과ㆍ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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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형태

Form

어떤	동작의	주체가	높여야	할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이/가’의	높임말입니다.
It shows respect to the subject of an action. It is Honorific of ‘이/가.’

가:	사장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나:	사장님께서는	지금	회의실에	계십니다.

명사 + 께서  Noun + 께서

받침	O 선생님 선생님께서

받침	X 어머니 어머니께서

께서

할아버지가	방에서	자요.

→																																																																							.

1

어머니가	거실에	있어요.

→																																																																							.

2

문장을 올바르게 고치세요. Correct the sentence.연습Ⅰ

문 법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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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 -으시-/-시-  Verb + -으시-/-시-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It shows respect to the subject of an action or a state.

가:	사장님께서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나:	사장님께서는	댁으로	가셨습니다.

받침	O 읽다 읽으시다

받침	X 가다 가시다

ㄷ	받침 걷다 걸으시다

ㅂ	받침 돕다 도우시다

ㄹ	받침 살다 사시다

-으시-

가:	선생님께서	무엇을																																				?	(하다)

나:	사무실에서	책을																																			.	(읽다)

1

가: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나:	아까	아침	일찍	산에																																			.	(가다)

2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Fill in the blanks.연습Ⅱ

의미

Meaning

형태

Form

Part 120과ㆍ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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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 by choosing the correct word from <Example>.

보기 계세요 드세요 주무시니까 댁

1) 가:	지금	교실에	누가	있어요?

 나:	선생님께서																																							.

2) 가:	할머니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세요?

 나:	거실에서	차를																																							.

3) 가:	사장님																																							은	여기에서	멉니까?

 나:	차를	타고	20분	정도	걸립니다.

4) 가: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나:	지금	방에서																																								이따가	인사하세요.

2 문장을 읽고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Read the sentence and fill in the blanks using the words below.

1) 나타샤	씨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2) 동생														누나를	불렀어요.

3) 미카	씨	아버지														내일	한국에	오십니다.

보기 이                                         가                                         께서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어휘 및 문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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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arrange the words to complete the sentence.

1) 
																																																																																																			.

책을 아버지께서

읽으세요 거실에서

																																																																																																			.
3) 

한국어로 말씀하십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

2) 

버스를타십니다 할머니께서

Part 120과ㆍ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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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음원
Listening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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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한국 사람의 집에 갔어요? 
 Have you ever been to your Korean friend’s house?

 친구 집에 가요. 선물을 준비해요?
 What present would you bring when going to your friend’s house?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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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세요.
 Choose O if the statement is true, or X if false.

1)	쯔엉	씨는	내일	지연	씨의	어머니를	만나요. O X

2)	지연	씨는	내일	케이크를	만들어요. O X

3)	지연	씨는	꽃을	좋아해요. O X

4)	쯔엉	씨는	오늘	지연	씨의	집에	가요. O X

1 지연 씨 어머니는 무엇을 좋아하세요? 모두 고르세요.
 What does Jiyeon’s mother like? Choose all the correct answers.

꽃 케이크 책 수박

① ② ③ ④

2 쯔엉 씨는 내일 어디에 가요?
 Where is Truong going tomorrow?

지연의	집 지연의	학교 지연의	회사 지연의	가게

① ② ③ ④

Part 220과ㆍ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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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읽으세요. Read the following text carefully.

한국	친구	집에	갔습니다.	집에	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계셨고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선물로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	갔습니다.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제	선물을	받고	기뻐하셨습니다.	

친구의	가족들과	식사도	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정말	

잘하십니다.	음식이	모두	맛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뻐하다	be delighted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343

1 글을 잘 읽고 답하세요.
 Read the text and Fill in the blanks.

1)	친구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친 구 의    , ,

   이 있 었 습 니 다 .

2)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왜	기뻐하셨습니까?

선 물 을       .

① ② ③

3 그림을 보고 시간 순서대로 그림을 맞춰 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arrange it in order of time.

2 이 사람은 친구의 가족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What did this person do with her friend's family?

① ② ③ ④

(														)	→	(														)	→	(													)

Part 220과ㆍ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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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Speaking

1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어머니께서 뭘 
좋아하세요?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세요?

말하기·쓰기 과제 Speaking and 
Writ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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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Writing

1 여러분이 친구의 집에 갔어요. 그때 무엇을 했어요? <보기>와 같이 쓰세요. 
 You went to your friend’s house. What did you do then? Use <Example> as a reference.

보기

지난주에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집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정말	잘하십니다.	

식사를	한	후에	친구	가족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Part 220과ㆍ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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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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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유튜브에서	한국	가수의																						을	

봤어요.

	 ①	공연	 	 ②	극장

	 ③	미술관	 	 ④	박물관

2	 학교																						에	빵집이	있어요?	

	 ①	아래	 	 ②	출구

	 ③	근처	 	 ④	똑바로

3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려요?	

	 ①	누구	 	 ②	언제

	 ③	어디	 	 ④	얼마나

4	 선생님께서	교실에																							.	

	 ①	있어요	 	 ②	계세요		

	 ③	자세요	 	 ④		나오세요

5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이																							.	

	 ①	걸려요	 	 ②	건너요

	 ③	걸어요	 	 ④	내려요

6	 그	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가																							.	

	 ①	많았어요		 ②	나왔어요

	 ③	좋았어요		 ④	들었어요

7	 	횡단보도를																							.	그럼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①	나오세요		 ②	건너세요

	 ③	내리세요		 ④	갈아타세요

8	 할아버지께서	저녁을																								있어요.

	 ①	먹고	 	 ②	말하고

	 ③	드시고	 	 ④	말씀하시고

9	 가방이	무거워요.	저를	좀																							.	

	 ①	도와주세요	 ②	도와줄까요

	 ③	도와	드릴게요	 ④	도와줄	수	있어요

10	 	집들이에	한국	음식을																							.

	 ①	도와줄	거예요	 ②	준비할	거예요

	 ③	이사할	거예요	 ④	초대할	거예요

보기 																			에서	기차표를	샀어요.	

①	집												 ②	역 ③	빵집 ④	백화점
✔

11	 가:	버스를	타고	갈까요?

	 나:	이	시간에는	길이	막혀요.	지하철																							

	 	 갑시다.

	 ①	에	 	 ②	로

	 ③	부터	 	 ④	까지

[11~18]  <보기>와 같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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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저는	부모님																				같이	살아요.

①	께서 ②	이랑 ③	보다 ④	에게
✔

종합문제 Comprehens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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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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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오늘	저녁에	우리집에	놀러	오세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할	거예요.

	 ①	음식	 	 ②	초대

	 ③	취미	 	 ④	시간

20	 	오늘	약속	장소는	한식당	‘태극기’예요.	서울역	1번	

출구	오른쪽에	있어요.

	 ①	장소	 	 ②	시간

	 ③	음식	 	 ④	약속

보기 K-POP	콘서트	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말에	콘서트를	보러	가요.

①	음악 ②	주말 ③	공연 ④	댄스
✔

12	 가:	여기에서	명동																						어떻게	가요?

	 나: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105번	버스를	타세요.

	 ①	부터	 	 ②	까지

	 ③	보다	 	 ④	에서

13	 가:	쯔엉	씨,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흐려요.	비도																							.	

	 ①	오고요	 	 ②	옵니다	

	 ③	올까요	 	 ④	옵시다

14	 가:	어느	식당으로	갈까요?

	 나:	학교	식당이	싸고																						학교	식당으로		

	 	 가요.

	 ①	맛있고	 	 ②	맛있어서

	 ③	맛있지만		 ④	맛있으니까	

15	 가:	방학에	무엇을	할	거예요?

	 나:	친구를																							한국에	갈	거예요.

	 ①	만나러	 	 ②	만났고

	 ③	만났지만		 ④	만났으니까

16	 	가:	오늘	수업	끝나고	영화	보러	갈까요?	

	 나:	미안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

	 ①	공부하세요	 ②	공부합시다

	 ③	공부해야	돼요	 ④	공부할	수	있어요		

17	 가:	어머니께서	지금	무엇을	하세요?

	 나:	오늘	저녁에	집들이가	있어서	음식을	

	 	 																							.	

	 ①	만들어요		 ②	만드세요

	 ③	만들고	싶어요	 ④	만들어야	돼요

18	 가:	여기에서	사진을																							.	

	 나:	네,	죄송합니다.	

	 ①	찍으십시오	 ②	찍어야	해요

	 ③	찍지	마십시오	 ④	찍을	수	있어요

Part 3초급 1·16과~2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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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습 Ⅱ

1 이	아니에요.

2 이	아니에요.

3 가	아니에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①	아버지			②	누나			③	동생

2 1)	이			2)	이			3)	가

3 1)	이	/	예요	/	는			2)이에요	/	아니에요

듣고 말하기 연습

1 누나

2 ①
3 ③

읽고 쓰기 연습

1 가	/	이

2 ①	회사원			②	배우

3 X	/	O	/	X	/	X

듣고 말하기 대본

쯔엉	 	 우리	가족이에요.	제	부모님이에요.

나타샤	 이	사람이	동생이에요?

쯔엉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동생이	아니에요.	누나예요.

나타샤	 누나는	회사원이에요?

쯔엉	 	 네,	회사원이에요

3과·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52쪽

문법 연습 Ⅰ

1 1)	갑니까?	/	갑니다			2)	듣습니까?	/	듣습니다																								

	 3)	좋아합니까?	/	좋아합니다			4)	좋습니까?	/	좋습니다																

	 5)	예쁩니까?	/	예쁩니다

문법 연습 Ⅱ

1 를
2 을

문법 연습 Ⅲ

1 도
2 을/도

1과·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20쪽

문법 연습 Ⅰ

1 이에요	/	이에요

2 예요	/	예요

문법 연습 Ⅱ

1 은	/	은

2 는	/	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②			2)	①			3)	⑤			4)	③			5)	⑥			6)	④

2 1)	학생			2)	선생님			3)	나라			4)	안녕하세요

3 1)	예요	/	는			2)	는	/	이에요			3)	이에요	/	는	/	이에요

듣고 말하기 연습

1 1)	쯔엉이에요		2)	나타샤예요	

2 ① 베트남			② 러시아
3 학생

읽고 쓰기 연습

1 1)	한국			2)	미국

2 ②
3 X	/	X	/	X	/	O

듣고 말하기 대본

쯔엉	 	 안녕하세요?	저는	쯔엉이에요.

나타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예요.

쯔엉	 	 나타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타샤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쯔엉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2과·회사원이 아니에요 36쪽

문법 연습 Ⅰ

1 이
2 가
3 이
4 가
5 가

답안 및 부록 Answers and Appendices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초급	1    349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밥을	먹다			2)	노래를	듣다			3)	전화를	하다	

2 1)	예쁩니까	/	예쁩니다			2)	합니까	/	듣습니다		

3 1)	도			2)	를	/	도			3)	를	/	을

듣고 말하기 연습

1 듣습니다	/	노래	/	드라마	/	재미있습니다

2 ③
3 ①

읽고 쓰기 연습

1 좋아합니까	/	비빔밥

2 많습니다	/	예쁩니다	

3 O	/	X	/	O	/	X

듣고 말하기 대본

선생님		 리사	씨	지금	뭘	합니까?

리사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

선생님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까?

리사	 	 	네,	한국	노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합니다.

선생님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4과·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68쪽

문법 연습 Ⅰ

1 과	또는	하고

2 와	또는	하고

문법 연습 Ⅱ

1 의	/	의

2 의	/	의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②			2)	①			3)	③			4)	④		

2 1)	많습니다			2)	만납니다			3)	공부합니다			4)	넓습니다

3 1)	의			2)	와			3)	과

듣고 말하기 연습

1 도서관

2 ①
3 O	/	X	/	X	/	X

읽고 쓰기 연습

1 제	/	의

2 O	/	O	/	X	/	O	/	O	/	O
3 ③

듣고 말하기 대본

리사	 여기가	지훈	씨의	학교입니까?

지훈	 네,	우리	학교입니다.	

리사	 학교가	좋습니다.	저	건물은	무엇입니까?

지훈	 	도서관입니다.	저는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와	같이	

공부합니다.

5과·날씨가 좋지 않아요 84쪽

문법 연습 Ⅰ

1 좋아요	/	맑아요

2 있어요	/	없어요

문법 연습 Ⅱ

1 좋지	않아요	/	안	좋아요

2 오지	않아요	/	안	와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③			2)	②			3)	①			4)	④		

2 1)	해요	/	먹어요		2)	추워요

3 1)	좋아하지	않아요			2)	안	와요

듣고 말하기 연습

1 ②
2 추워요	/	눈

3 X	/	X	/	O	/	O

읽고 쓰기 연습

1 봄,	여름,	가을,	겨울

2 1)	②-㉢			2)	③-㉣			3)	④-㉠			4)	①-㉡		

3 ③
	

듣고 말하기 대본

나타샤	 요즘	한국	날씨가	어때요?

지훈	 	 날씨가	좋지	않아요.	흐려요.

나타샤	 지금	비가	와요?

지훈	 	 아니요.	비는	안	와요.	러시아	날씨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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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샤	 아주	추워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요.

1과~5과·종합문제 100쪽

1	④			2 ①			3	②			4	③			5	②			6	④			7	③			8	①			

9	①			10	③			11	②			12	④			13	②			14	③			15	③			

16	①			17	②			18	④			19	④			20	①

6과·친구한테 편지를 써요 102쪽

문법 연습 Ⅰ

1 에게	/	한테

2 에게	/	한테

3 에게	/	한테

문법 연습 Ⅱ

1 만
2 만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고마워요			2)	미안해요			3)	만나서	반갑습니다		

	 4)	안녕히	가세요.											

2 1)	나타사	씨가	쯔엉	씨에게			2)	지연	씨가	지훈	씨한테						

	 3)	가영	씨가	리사	씨에게

3 1)	에게	/	만			2)		만

듣고 말하기 연습

1 1)	①			2)	②			

2 ①
3 ④

읽고 쓰기 연습

1 에게	/	한테	/	안녕히	계세요

2 ①
3 X	/	X	/	O	/	O

듣고 말하기 대본

쯔엉	 리사	씨,	지금	뭘	해요?

리사	 고향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요.	친구의	생일이에요.

쯔엉	 그래요?	고향	친구들한테	자주	편지를	써요?

리사	 네,	자주	편지하고	카드를	보내요.	쯔엉	씨는요?

쯔엉	 저는	보통	전화만	해요.

7과·지금 어디에 있어요? 118쪽

문법 연습 Ⅰ

1 에	있어요	/	에	없어요

2 에	있어요	/	에	있어요

3 에	있어요	/	에	있어요

4 에	있어요	/	에	없어요

문법 연습 Ⅱ

1 에서	/	에서

2 에서	/	에서

어휘 및 문법 연습

1 O	/	X	/	O
2 1)	에			2)	에서			3)	에			4)	에서

3 1)	은행	옆에			2)	서점에서			3)	집에			4)	어디에서

듣고 말하기 연습

1 ①	집			②	서점		

2 ③
3 O	/	X	/	O	/	O

읽고 쓰기 연습

1 1)	방			2)	에서,	공부

2 ①
3 1)	옆			2)	위			3)	왼쪽

듣고 말하기 대본

쯔엉	 	 나타샤	씨,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타샤	 학교	앞	서점에	있어요.	

쯔엉	 	 서점에서	뭘	해요?

나타샤	 한국어	책을	사요.	쯔엉	씨는요?

쯔엉	 	 저는	지금	집에	있어요.

8과·토요일에 친구를 만났어요 134쪽

문법 연습 Ⅰ

1 	먹었어요

2 	썼어요

답안 및 부록 Answers and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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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났어요

4 	전화했어요

문법 연습 Ⅱ

1 에
2 X	/	에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일			2)	십	/	삼			3)	오			4)	이	/	십	/	구			

	 5)	칠			6)	팔	/	십	/	육	

2 1)	에	/	좋았어요			2)	에	/	흐렸어요

3 1)	했어요	/	갔어요		2)	먹었어요	/	없었어요

듣고 말하기 연습

1 ②	 	 	

2 토요일	/	오후

3 O	/	X	/	O	/	O

읽고 쓰기 연습

1 1)	수요일	/	한국			2)	금요일			3)	오전

2 ③

듣고 말하기 대본

가영	 지훈	씨,	주말	잘	보냈어요?

지훈	 지난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친구를	만났어요.

가영	 그래요?	같이	생일	파티를	했어요?

지훈	 네,	친구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영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가영	 제	생일은	1월	27일이에요.

9과·저는 수영을 못해요 150쪽

문법 연습 Ⅰ

1 부터	/	부터

2 부터
3 부터
4 부터	/	부터

5 부터

문법 연습 Ⅱ

1 보내지	못해요	/	못	보내요

2 하지	못해요	/	못해요

3 만나지	못해요	/	못	만나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②			2)	①			3)	④			4)	③

2 1)	못	/	부터			2)	못해요	/	하지만

3 1)	수업이	12시부터	있어요	(=	12시부터	수업이	있어요)			

	 2)	밥을	먹지	못해요

듣고 말하기 연습

1 1)	②			2)	①

2 수영	/	매일	/	못해요	/	잘해요	/	그때

3 X	/	X	/	X	/	O

읽고 쓰기 연습

1 1)	농구			2)	농구,	못합니다

2 ②	→	③	→	①

3 ④

듣고 말하기 대본

지훈	 쯔엉	씨는	매일	수영해요?

쯔엉	 네.	지난달부터	수영을	다시	시작했어요.	

	 	 	 지훈	씨도	수영을	좋아해요?

지훈	 아니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하지만	축구를	잘해요.

쯔엉	 언제부터	축구를	했어요?

지훈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배웠어요.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10과·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166쪽

문법 연습 Ⅰ

1 쓸까요	/	씁시다

2 들을까요	/	들읍시다

3 만날까요	/	만납시다

4 운동할까요	/	운동합시다

문법 연습 Ⅱ

1 이고	/	이에요

2 크고	좋아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열두	/	이			2)	일곱	/	십이			3)	다섯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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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먹을까요	/	만납시다			2)	갈까요	/	공부합시다	

3 1)	고			2)	할까요			3)	잘하고	/	합시다			4)	먹을까요	

	 5)	할까요	/	공부합시다

듣고 말하기 연습

1 수,	오후,	1

2 ①,	④

3 X	/	X	/	X	/	X

읽고 쓰기 연습

1 만날까요	/	있고	/	만나요	

2 ③,	④

3 ①

듣고 말하기 대본

가영	 금요일에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리사	 	미안해요.	그날	약속이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요?	

가영	 	그럼	쯔엉	씨한테도	연락할까요?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요.

리사	 네,	쯔엉	씨도	같이	만나요.	

가영	 그럼	한	시에	학교	정문에서	만납시다.	

리사	 	좋아요.	학교	앞	식당에	가요.	그	식당이	싸고	

맛있어요

6과~10과·종합문제 182쪽

1	③			2	②			3	④			4	①			5	②			6	③			7	④			8	②			

9	②			10	④			11	④			12	③			13	②			14	④			15	②			

16	③			17	③			18	②			19	④			20	①

11과·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184쪽

문법 연습 Ⅰ

1 많아서

2 해서	/	있어서

문법 연습 Ⅱ

1 먹고	싶어요	/	먹고	싶어요

2 가고	싶어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싱거워요	/	달아요	/	음료수

2 1)	와서			2)	없어서			3)	먹고	싶었어요			4)	돌아가서

3 1)	좋아해서			2)	가고	싶어요			3)	먹어서			

	 4)	가고	싶지	않아요

듣고 말하기 연습

1 ②
2 ①
3 O	/	X	/	O	/	X

읽고 쓰기 연습

1 1)	짜	/	매웠습니다				2)	생각납니다

2 ②
3 ②	→	①	→	③

듣고 말하기 대본

지훈 	 뭘	먹을까요?	저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나타샤	 떡볶이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지훈	 	 그럼	김밥을	먹을까요?	어때요?

나타샤	 좋아요.	김밥을	먹읍시다.

지훈	 	 여기요!	김밥	주세요.

12과·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200쪽

문법 연습 Ⅰ

1 어렵지만
2 들지만

3 불지만

문법 연습 Ⅱ

1 진우	씨보다

2 버스보다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쇼핑			2)	얼마			3)	선물

2 1)	①			2)	②			3)	①

3 1)	크지만	/	작아요			2)	보다	/	싸요			3)	보다	/	작아요		

	 4)	지만	/	가격

듣고 말하기 연습

1 O	/	O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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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3 비싸요	/	많아요

읽고 쓰기 연습

1 1)	신발	/	가게			2)	점원	/	친절합니다

2 1)	①	-	㉠			2)	③	-	㉢			

3 비쌌	/	예쁘고	/	편했습니다	

듣고 말하기 대본

점원	 뭘	찾으세요?

리사	 운동화를	좀	보고	싶어요.

점원	 	이	운동화는	어떠세요?	다른	운동화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인기가	많아요.

리사	 와,	정말	예뻐요.	그거	주세요.	

13과·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216쪽

문법 연습 Ⅰ

1 탈	수	있어요	/	탈	수	있어요	/	탈	수	없어요

2 먹을	수	있어요	/	먹을	수	있어요	/	먹을	수	없어요

문법 연습 Ⅱ

1 찍고	있어요

2 듣고	있었어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찍고	있어요	/	추고	있어요	/	만들고	있어요

2 1)	하고	있어요			2)	볼	수	있어요			3)	찍고	있었어요			

	 4)	마실	수	없어요	

3 1)	만날	수	없어요			2)	출	수	있어요			3)	만들고	있어요			

	 4)	읽을	수	있어요

듣고 말하기 연습

1 ①
2	④
3	X	/	X	/	O	/	O

읽고 쓰기 연습

1 1)	공부할	수			2)	요리	

2 ②
3 K-POP	노래	/	취미	생활	/	주말	

듣고 말하기 대본

샤오위	 나타샤	씨,	주말에	뭐	해요?

나타샤	 	요즘	K-POP	댄스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K-POP	댄스	학원에	가요.

샤오위	 K-POP	댄스를	출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나타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재미있어요.

샤오위	 그래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같이	가요.

14과·고향에 가기 전에 여행을 할 거예요

232쪽

문법 연습 Ⅰ

1 먹기	전에

2 가기	전에

3 하기	전에

4 청소하기	전에

문법 연습 Ⅱ

1 만나려고

2 예약하려고

3 걸려고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여행			2)	바다			3)	여행사			4)	여권

2 1)	①,	③			2)	②,	⑤			3)	⑥,	④	

3	X	/	O	/	X

듣고 말하기 연습

1 전주,	경주,	부산

2	③
3		X	/	X	/	O	/	X

읽고 쓰기 연습

1 1)	구경하려고			2)	사진을	/	찍었습니다

2	④
3	①	→	③	→	②

듣고 말하기 대본

선생님		 한국에서	여행을	많이	했어요?

쯔엉	 	 	아니요.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		 어디에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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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엉	 	 우선	제주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주와	부산,	전주에도	갈	거예요.

15과·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248쪽

문법 연습 Ⅰ

1 한	후에

2 먹은	후에

문법 연습 Ⅱ

1 하세요

2 드세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①			2)	③			3)	④			4)	②	

2	1)	보지	마세요			2)	한	후에			3)	나으세요			4)	논	후에

3	1)	마시지	마세요			2)	끝난	후에			3)	쉬세요			4)	먹은	후에

듣고 말하기 연습

1 ②
2	①	→	③

3		X	/	X	/	X	/	O

읽고 쓰기 연습

1 1)	스트레스			2)	피곤했습니다

2 O	/	X	/	X	/	O	/	O	/	X	
3 1)	푸세요			2)	주무세요			3)	방법

듣고 말하기 대본

지연	 쯔엉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쯔엉	 배가	너무	아파요.	

지연	 병원에	같이	갈까요?

쯔엉	 아니에요.	약이	있어서	먹으려고	해요.

지연	 그럼	약을	먹은	후에	푹	쉬세요.

11과~15과·종합문제 264쪽

1	③			2	④			3	①			4	④			5	②			6	①			7	③			8	③			

9	②			10	①			11	③			12	①			13	③			14	④			15	④			

16	②			17	③			18	④			19	①			20	③

16과·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266쪽

문법 연습 Ⅰ

1 에서	/	까지

2 에서	/	까지

3 에서	/	까지

문법 연습 Ⅱ

1 타십시오

2 기다리십시오

3 오십시오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정류장			2)	갈아타세요			3)	가까워요			4)	기차

2 1)	⑥,	③			2)	①,	④			3)	⑤,	②

3 1)	가십시오			2)	기다리십시오					

	 3)	받으십시오	/	쓰십시오	4)	받으십시오

듣고 말하기 연습

1 ①
2 ②
3 X	/	O	/	X	/	X

읽고 쓰기 연습

1 1)	세	시간이			2)	지하철을

2 ③	

3 ②

듣고 말하기 대본

리사	 실례합니다.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요?

남자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백	번	버스를	타십시오.	

	 	 	 그	버스가	서울역까지	갑니다.

리사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많이	

멀어요?

남자	 아니요.	멀지	않아요.	이십	분쯤	걸립니다.

17과·집들이에 뭘 사가야 돼요? 282쪽

문법 연습 Ⅰ

1 가야	돼요	/	가야	해요

답안 및 부록 Answers and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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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야	돼요	/	해야	해요

문법 연습 Ⅱ

1 좋고요

2 맛있고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휴지			2)	집들이			3)	초대장			4)세제

2 1)	공부해야	돼요			2)	가야	해요			3)	들어야	해요		

	 4)	기다려야	해요

3 1)	보고요			2)	해야	돼요	/	해야	해요				

	 3)	도와줘야	돼요	/	도와줘야	해요			4)	있고요

듣고 말하기 연습

1 ③
2 ①	→	④

3 	X	/	X	/	X	/	O

읽고 쓰기 연습

1 1)	다음	주	/	를	/	할	/	니다			2)	한국	/	가	/	처음

2 메일을	보내다,	메시지를	보내다	 	

3 1)	집들이			2)	음식			3)이사	/	집들이

듣고 말하기 대본

지훈	 	 내일	샤오위	씨	집들이가	몇	시예요?	

샤오위	 저녁	6시예요.	그런데	집들이에	뭘	사	가야	돼요?

지훈	 	 보통	세제를	사	가요.	휴지도	괜찮고요.

샤오위	 그럼	휴지를	선물합시다.	제가	사	갈까요?

지훈	 	 좋아요.	그럼	샤오위	씨	집에서	봐요

18과·길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298쪽

문법 연습 Ⅰ

1 으로

2 로
3 으로

4 로

문법 연습 Ⅱ

1 늦으니까

2 있으니까

어휘 및 문법 연습

1 산책	/	낮잠	/	미술관	

2 1)	펜으로			2)	버스로			3)	신용카드로

3 1)	방	안이	/	더우니까	/	창문을		

	 2)	음료가	/	뜨거우니까	/	조심하세요

	 3)	저도	/	사무실로	/	가고있으니까	/	만납시다

듣고 말하기 연습

1 ①
2 ③ 지하철

3 X	/	X	/	O	/	O

읽고 쓰기 연습

1 1)	한국	가수들의	/	봅니다		2)	바빠서	/	봅니다	

2 ③	 	 	

3 X	/	O	/	X	/	O

듣고 말하기 대본

지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K-POP	콘서트	표가	생겼어요.	같이	가요.

가영	 정말요?	좋아요,	같이	가요.

	 	 	 몇	시	공연이에요?

지훈	 저녁	7시	공연이에요.

가영	 	그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히니까	공연장까지	

지하철로	갑시다.

19과·저랑 같이 사러 가요 314쪽

문법 연습 Ⅰ

1 먹으러	/	공부하러

2 살러

문법 연습 Ⅱ

1 이랑
2 랑	/	이랑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④				2)	③				3)	①			4)	②

2 1)	도우러			2)	랑			3)	만들러			4)	만나러

2 1)	타러	가요			2)	저랑			3)	동생이랑			4)	들으러	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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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연습

1 ①
2 ②	→	①	→	③

3 O	/	O	/	X	/	O

읽고 쓰기 연습

1 1)	건너	/	있습니다			

	 2)	이랑	/	노래방	/	부를	겁니다

2 ①	

3 1)	나오세요			2)	횡단보도			3)	건너세요

듣고 말하기 대본

리사	 지훈	씨,	근처에	빵집이	있어요?

지훈	 	네,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은행이	

나와요.	빵집은	은행	옆에	있어요.

리사	 고마워요.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으려고요.

지훈	 그래요?	저도	배가	고팠어요.	저랑	같이	사러	가요.	

리사	 좋아요.	같이	가요.

20과·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세요 330쪽

문법 연습 Ⅰ

1 할아버지께서	방에서	주무세요

2 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세요

문법 연습 Ⅱ

1 하세요	/	읽으세요

2 가세요

어휘 및 문법 연습

1 1)	계세요			2)	드세요			3)	댁			4)주무시니까

2 1)	가			2)	께서			3)	께서

3 1)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책을	읽으세요

	 2)	할머니께서	버스를	타십니다

	 3)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한국어로	말씀하십니다

듣고 말하기 연습

1 ①,	②		 	

2 ①
3 O	/	X	/	X	/X

읽고 쓰기 연습

1 1)	아버지	/	어머니	/	남동생			2)	드렸습니다

2 ④	

3 ②	→	③	→	①

듣고 말하기 대본

지훈	 지연	씨,	어머니께서	뭘	좋아하세요?

지연	 저희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세요.	

	 	 	 케이크도	좋아하시고요.	왜요?

지훈	 내일	지연	씨	집에	사	가려고요.

지연	 아니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16과~20과·종합문제 346쪽

1	①			2	③			3	④			4	②			5	①			6	③			7	②			8	③			

9	①			10	②			11	②			12	②			13	①			14	④			15	①			

16	③			17	②			18	③			19	②			20	①

답안 및 부록 Answers and Append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