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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uÕ fmkaùu

교재 길잡이 fm< fmdf;a m%fhdack

이 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된 『한국어 표준교재 개정판』을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책입니다. 특히 라오스 사람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현지의 언어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개발한 자가학습 교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재의 앞부분에는 

한국어와 라오어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fuu fmd; Tng ;ksju úfoaYsh fiajlhka fjkqfjka mj;ajk fldßhdkq NdId m%ùk;d 

mÍlaIKh i|yd iQodkï ùug yelsjk mßÈ ilialr we;' úfYaIfhkau Y%s ,dxlslhkag 

myiqfjka yd úfkdaod;aulj ;ksju fldßhdkq NdYdj bf.k.eksug ylsjk mßÈ tÈfkod 

Ndú;dlrk jpk" iudch ixialD;sh ms<snoj f;dr;=re w;=,;alr ilialr we;' fujeks fya;= 

ksidfjka fldßhdkq NdYdj yd isxy, NdYdj w;r we;s fjkialï fláfhka fufia olaúug 

yelsh'

이 교재는 현지에 한국어 교육기관과 한국어 교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고서의 역할을 하는  

친절한 교재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지 환경을 고려하여 익힘책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EPS-TOPIK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교재는 가상의  

교사를 설정하여 학습 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한글 익히기’ 단원과 과마다 수록되어 있는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은 라오어로 녹음을 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부록에는 어휘 목록 및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표를 제시하여 편리함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fldßhdkq NdIdj b.ekaùug m%udKj;a ;rï .=rejreka fyda fm<fmd;a fkdue;s fya;=j ksidfjka 

fuu fm<fmd; fldßhdkq NdYdj bf.k.kakd ish¨ufokdg m%fhdckj;a jkq we;ehs wms 

úYajdi lrkafkuq' ;jo fldßhdkq NdYdj mqyqKq ùug t;rï wjia;djla fkd,efnk ksidfjka 

fuu fm<fmd; wNHdih fmd;la f,io EPS-TOPIK i|ydo Nú;dl, yelsh' fuf,i ilialr 

we;s fm<fmd; mka;s ldurfha fm<fmd; f,i Ndú;d l,yelsjk mßÈ wOHhkhg Wmfoia 

wka;¾.;lr we;' úfYaIfhkau fldßhdkq fydaäh yd iEu mdvulu ;sfnk jHlrk fldgi 

isxyf,ka úia;r lr má.;lr we;s ksidfjka m%fhdackj;a fjkq we;ehs is;uq' ;jo Tnf.a 

myiqj Wfoid msgqmi fldgfia jpk" l%shdmo úfYaIk mo fjkfjku olaj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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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휘 jpk 

교재에 제시된 어휘를 학습을 염두에 두고 어휘의 특성(유사한 의미군, 유의어,  

반의어 등)을 고려하여 재배열한 후에 라오어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어휘 연습 문제 외에도 여백이 허락할 경우 추가로 문제를 실었습니다.  

 fm<fmdf;a wka;¾.; jpk jvd;a fyd¢ka f;areïlrÈug tu jpkj, 

f;areu" iudk jpk" úreoao jpk hk ish,a,a,u i,ld n,d isxy, 

w¾:ho we;sj olajd we;' fm<fmdf;a ;sfnk jpk ms<sn| m%Yakj,g 

wu;rj w;sf¾l m%Yako wka;¾.;lr we;'   

198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7 ksjdvqfõ oS fcacq ÿm;g hkak bkakjd  199

정답  1) 사람들이 친절하다   2) 아름답다  3) 유명하다   4) 경치가 좋다

mska;+rhg .e,fmk m%ldYh fldgqfjka f;dard ,shkak'

14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Fill in each blank with the expression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어 보다.’

제주도에 가 봤어요.
보기

1)  바다에서 .

2)  불고기를 .

3)  한복을 .

4)   김치를 .

1) 3)2) 4)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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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17과_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45

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 보다

‘ㅏ, ㅗ’가 아닐 때: -어 보다

‘하다’가 있을 때: -해 보다

1)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아니요, 안 가 봤어요.

2) 가: 전주비빔밥을 먹어 봤어요?

나: 네, 먹어 봤어요.

3) 가: 투안 씨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나: 아니요.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어휘 1 여행지 Tourist attractions

문법 1 -아/어 보다

산 동굴 폭포 호수
mountain cave fall lake

유적지 민속촌 놀이공원 드라마 촬영지
historic site folk village amusement park fi lm (K-drama) shooting location

강 바다 섬 온천
river sea island hot spring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beautiful famous to have a great scenery people are kind/nice

-아/어 보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one’s experiences.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ㅏ 
or ㅗ, -아 보다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 보세요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 해 보다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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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s one’s experiences.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ㅏ 
or ㅗ, -아 보다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 보세요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 해 보다 is 
used.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145 2014-06-11   오전 9:29:07

강
.Õ

바다
uqyqo

섬
ÿm;

온천
WKqosh W,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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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fm!rdKsl ia:dk

민속촌
w;S;fha ;snq .ïudk

놀이공원
úfkdao Whk

드라마 촬영지
kdgH rE.; lrk ia:d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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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다
,iaikhs

유명하다
m%isoaOhs

경치가  좋다
jgmsgdj fyd|hs

사람들이 친절하다
ñksiaiq lreKdjka;hs

산
lkao

동굴
.=ydj

폭포
osh we,a,

호수
ú,

어휘 1  jpk ud,dj 1 여행지 ixpdrl ia:dk

my; oelafjkafka ixpdrl ia:dk yd ine|s úúO jpk yd m%ldYhka fõ'

by; jpk fkdn,d m%Yakj,g ms<s;=re imhkak'

01 대화 foni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 앞에 대화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제시하였습니다. 본문은 라오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문에 사용된 어휘 및 표현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예문과 함께 라오어로 제시하였습니다. 본문 학습 후에는  

스스로 본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내용 확인 문제를 제시하였습

니다. 

fonia ir,j f;areï.eksu i|yd foni ms<sn| l=vd úia;rhla 

wka;¾.;lr we;' ;jo foni isxy,g mßj¾;kh lr we;' fldßhdkq 

NdYdj bf.k.kakkag myiqfjka wjfndaO lr.ekSu i|yd fonfia 

wka;¾.; jeo.;a jpk yd fhÿï WodyrK jdlH u.ska úia;r lr 

we;' foni bf.k.;a miqj ;ksju fonfia wka;¾.;h f;areï.kSug 

yelsjk mßÈ wNHdio we;=,;a lr we;’  

198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투안	 리한	씨는	제주도에	가	봤어요?
 ßyka uy;aud fcacq ÿm;g .syska ;sfhkjd o@

리한	 네,	가	봤어요.	
 Tõ" .syska ;sfhkjd'

투안	 제주도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fcacq ÿm; fldfydu o@ fyd| o@

리한	 네,	정말	좋았어요.
 Tõ" we;a;gu fyd|hs'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úfYaIfhkau uqyqo f.dvla ,iaikhs'

투안	 그래요?	저도	제주도에	가	보고	싶어요.
 tfyu o@ ug;a fcacq ÿm;g .syska n,kak wdihs'

특히 úfYaIfhkau 
fjk;a tajdg jvd f.dvla lemS 
fmfkkjd

·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축구를 좋아해요.

  uu l%Svdj,g leu;shs' 
úfYaIfhkau mdmkaÿj,g 
leu;shs

·  한국 음식은 아주 맛있어요.  
특히 비빔밥이 맛있어요.

  fldßhdfõ lEu f.dvla  
rij;a' úfYaIfhkau  
msìïnma rij;a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ksjdvqfõ oS fcacq ÿm;g hkak bkakjd

1.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ßydkaa uy;auhd fldfyao .sfha@

2.	제주도가	어때요?	fcacq ÿm; fldfydu o@

정답  1. 제주도   2. 바다가 아름다워요.

대화 1  ixjdoh 1
Track 55

어땠어요?  fldfydu o@ ^w;S;fha 

isÿjq isÿùula ms<sn| úuiSfïoS& 

wfkla md¾Yjh oekgu ,nd .;a 

w;aoelSï .ek ye.Sï yd ;;a;ajh 

úuiSfïoS Ndú;d flf¾

·  가: 어제 구경한 집은 어땠어요? 

  Bfha n,mq f.or fldfydu o@

·  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월세가 좀 비쌌어요.

  msßisÿhs fyd|hs' ta;a f.j,a 

l=,sh álla jeähs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ixpdrl w;aoelSï yd ie,iqï ms<sn|j l;d 

lsßu 

□jHdlrK  Ndú;h ioyd Wmfoia –아/어	보다,	–(으)ㄹ	거예요

□	jpk Ndú;h ioyd Wmfoia  ixpdrl ia:dk" ixpdrh i|yd iqodku yd 

l%shdldrlï 

□	ixialD;sl f;dr;=re	 fldßhdfõ ixpdrl ia:dk 

my; oelafjkafka ßydka yd ;=jdkaaf.a foni fõ' fofokdu oeka ixpdrl 

w;aoelSï .ek l;d lrñka isáhs' m%:ufhkau foni fojrla wid kej; 

lshkak'

fydÈka wid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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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uÕ fmkaùu

04 활동 l%shdldrlï

자가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라오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고, 활동에 대한  

<내용 확인>을 통해 스스로 학습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백이 허락할 경우 <퀴즈>를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ksju bf.k.eksug we;s yelshdj jeälsÍu i|yd i sxy,g 

mßj¾;khlr wka;¾.;lr we;' l%shdldrlï yryd bf.k.;a foaj,a 

kej; úuid ne,sug yelsjk mßÈ ilialr we;' ;jo bv ;sfnk 

ia:dkj, l=vd m%Yak wka;¾.; lsÍu u.ska úfkdaofhka ;ksju 

bf.k.eksug wjia;dj i,id we;'
204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보기 가: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ßydka uy;aud fldfya o .syska ;sfhkafka@

나: 제주도에 가 봤어요. fcacq ÿm;g .syska ;sfhkjd'

가: 어땠어요? fldfydu o@

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jgmsgdj we;a;gu ,iaikhs'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hy¿jka iu. l;d lrkak'

이름
ku

어디에 가 봤어요?
fldfya o .syska ;sfhkafka@

어땠어요?
fldfyduo@

보기 리한
제주도

fcacq ÿm;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o¾Yk we;a;gu ,iaikhs

1) 투안
부산
nqidka

맛있는 음식이 많았어요
rij;a lEu f.dvla ;snqKd

2)

3)

4)

5)

정답   계 → 계획

✚ 다음 단어를 보고 끝말잇기를 해 보세요. 
 my; jpk n,d wjidkh jpk oïje, iïmQ¾K lr n,kak'

 지도 도시 시(     ) (        )  

퀴즈 m%fya,sldj

활동  l%shdldrlï 

03 문법 jHdlrK

문법은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자가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와 라오어의 대조적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목표 문법  

항목을 예문과 함께 제시한 후 기 학습한 유사 문법 항목과 비교함으로써 두 문법 

항목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에는 같은 지면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와 문법 연습 문제를 해당 항목 후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배치

하였고 연습 문제를 추가로 구성하여 학습 내용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jHdlrK j.=jla f,i ilialr we;s ksid fmrg jvd myiqhehs 

is;kjd' ;ksju bf.k.kakdúg okqu ;j ;j;a jeä lr,su i|yd 

isxyf,ka l=vd úia;rhla olajd we;' m%odk jHdlrKh bf.k.;a 

miqj thg iudk fjk;a jHdlrK bf.k.ksug yelsjk w;r tajd 

ixikaokh lr fjkialï bf.k.eksugo yelsh' ;jo jpk yd 

jHdlrKj,g wod, wu;r wyHdio wka;¾.; l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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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a yd iu. iïnkaO ù W;aidyhla fyda w;a±lSula w¾:j;a lrhs' l=uk wdldrfha 

fyda l%shdjla lsÍug W;aidy lsÍfï§ ‘-아/어 봐요^^-,d n,kjd&’ fyda ‘-아/어 보세요^-,d 

n,kak&’	hkqfjkao" w;a±lSula ms<sn| úia;r lsÍfï§ ‘-아/어 봤어요^-,d ;sfhkjd&’ hk 

jHqyh fhdod.kS' n,kjd ^보다& hk jHqyh fhdod.kS' 

ㅏ, ㅗ → -아 보다 ㅓ, ㅜ, ㅣ wd§  → -어 보다 하다 → 해 보다

가다 → 가 보다

마시다 → 마셔 보다

먹다 → 먹어 보다

읽다 → 읽어 보다

공부하다 → 공부해 보다

운동하다 → 운동해 보다

·이 옷을 입어 보세요. fï we÷u we|,d n,kak'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f–cq ¥m;g .syska ;sfhkjo@

 나: 네, 가 봤어요. 아상카 씨도 한번 가 보세요. 

 Tõ' .sys,a,d ;sfhkjd' wixl uy;a;h;a tl mdrla .sys,a,d n,kak'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fldßhdfõ bkak ld,fha f.dvdla ixpdrh lr, n,kak ´k'

문법 1  jHdlrK 1 -아/어 보다 G17-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mska;+rh n,d WodyrKfha fmkajd we;s whqßka ‘-아/어 보다’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보기

14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Fill in each blank with the expression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어 보다.’

제주도에 가 봤어요.
보기

1)  바다에서 .

2)  불고기를 .

3)  한복을 .

4)   김치를 .

1) 3)2) 4)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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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가 봤어요.  fcacq ÿm;g .syska ne¨jd'

1)

3)

2)

4)

바다에서                             .

한복을                             .

불고기를                             .

김치를                             .

정답   1) 수영해 봤어요   2) 먹어 봤어요   3) 입어 봤어요   4) 담가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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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 보다’ wjfndaO jqKd o@ tfyu kï WodyrKfhka fmkajd oS we;s wdldrhg 

jdlH iïmQ¾K lrkak'

4 5



05 정보·문화 f;dr;=re ixialD;sh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정보 및 문화 내용을 라오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용 확인> 문제를 통해 스스로 내용 이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ksjerÈj f;dr;=re yd ixialD;sh ms<sn|j f;areïlr §ug isxyf,ka 

úia;r lr we;' ;jo kej; úuid ne,Sï u.ska fyd¢ka wjfndao 

lr.eksug yelsjqjdo hkak;a mßlaYdlr ne,sug ye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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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단체 여행 
oek .eksu msksihs úfoaYSh Y%ñlhka i|yd jk uOHia:dk u.ska ,nd fok iuqy ixpdrl wjia:d

가까운 외국인지원센터나 외국인상담소의 여행 정보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재미있는 단체 여

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Õu we;s úfoaYSh Y%ñlhka i|yd jk uOHia:dkhl fyda úfoaYslhka i|yd l%shd;aul jk WmfoaYl 

uOHia:dk fj;ska ixpdrl f;dr;=re Ndú;d lr wvq uqo,lg úfkdaockl iuqy ixpdr ms<sn| f;dr;=re 

,nd .; yelsh'

강원도
lxfjdkafoda

속초
fidlafpda

강릉
lx,x

춘천
pqkafpdka

서울 시티투어
fidjq,a k.r ixpdrh

63빌딩
63 jk f.dvke.s,a,

한강 유람선
yka .fÕa ixpdrl hd;ardj

경복궁
flHdxnqla.=x

경주
flHdxcq

불국사
nq,a.=laid

서해안
fidfyawka

대천 해수욕장
f;fpdkaj, we;s 

uqyqÿ fjr<

부산
nqidka

해운대
fyajqkafoa

제주도
fcacq ÿm;

한라산
y,a,d lkao

한국의 관광지
fldßhdfõ ixpdrl ia:dk

정보  f;dr;=re 

06 EPS-TOPIK
읽기와 듣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간략히 라오어로 설명해 줌으로써  

한국어 수준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국어를 혼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듣기 대본을 한국어와 라오어로 제시해 줌은 물론 정답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확장 연습>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lshùu yd weiSu fldgiaj, wka;¾.; oe ms<sn|j isxyf,ka úia;rhla 

w;=,;a lr we;' fldßhdkq NdYd oekqu m%udkj;a fkdjqko ;ksju 

bf.k.kakdúg lshjd f;areï.ekSug yelsjk máÈ ilialr we;' 

weiSu fldgi ;=, wik oEj, isxy, mßj¾;khla bÈßm;a lr 

we;" fjkia wdldrfha wNHdi lsßug yelsjk mßÈ wu;r wNHdi  

fldgilao w;=,;al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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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산 lkao ② 남: 동굴 .=ydj

 ③ 남: 바다 uqyqo ④ 남: 민속촌 w;S;  .ïudkh

2. ① 여: 독서 fmd;a lshúSu ② 여: 여행 ixpdrh

 ③ 여: 요리 búSu ④ 여: 낚시 ud¿ we,a,Su

3. 남: 제주도에 가 봤어요? fcacq ÿm;g .syska ne¨jdo@

4. 여: 설악산이 어땠어요? fidrla lkao fldfyduo@

5. 남: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ksjdvqjg fudlo lrkafka@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③   5. ③

정답   1. ①   2. ③

1. 여기는 어디입니까? fï fldfy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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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 보다

‘ㅏ, ㅗ’가 아닐 때: -어 보다

‘하다’가 있을 때: -해 보다

1)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아니요, 안 가 봤어요.

2) 가: 전주비빔밥을 먹어 봤어요?

나: 네, 먹어 봤어요.

3) 가: 투안 씨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나: 아니요.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어휘 1 여행지 Tourist attractions

문법 1 -아/어 보다

산 동굴 폭포 호수
mountain cave fall lake

유적지 민속촌 놀이공원 드라마 촬영지
historic site folk village amusement park fi lm (K-drama) shooting location

강 바다 섬 온천
river sea island hot spring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beautiful famous to have a great scenery people are kind/nice

-아/어 보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one’s experiences.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ㅏ 
or ㅗ, -아 보다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 보세요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 해 보다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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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여자는 오늘 무엇을 할 거예요? ldka;dj wo l=ula lrhso@

 ① 휴가를 갈 거예요. ② 제주도에 갈 거예요.

 ③ 숙소를 예약할 거예요. ④ 비행기 표를 살 거예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7

1. 남: ① 동굴입니다. .=ydjls' ② 온천입니다. WKqiqï jika;hhs'

  ③ 폭포입니다. osh we,a,ls' ④ 호수입니다. jejls'

2. 남: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ksjdvq ld,fhaoS fudkdo lrkafka@

 여: 제주도에 갈 거예요. fþcq ªm;g hkjd'

 남: 숙소를 예약했어요? kjd;eka fjka l,do@

 여: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ju keye' wo ?g lrkjd'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4 5



일러두기 uÕ fmkaùu

08 유용한 표현 jeo.;a fhÿï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을 전형적인 상황 맥락에

서의 대화문을 통해 번역문과 함께 곳곳에 제시하였습니다.

fldßhdkq cd;slhka tÈfkod Ôú;fhaÈ Ndú;dlrk m%fhckj;a fhÿï 

Woyrk fonia u.ska ú;rlr we;' ish¨u Wodyrk fonia isxy,g 

mßj¾;kh lr we;’ 

72  06 저는 투안입니다

보기 투안 : 이름이 무엇입니까? ku l=ulao@

리한 : 리한입니다. ßydka'

투안 :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l=uk cd;slfhlao@

리한 :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mdlsia:dk cd;slfhla'

투안 : 회사원입니까? ld¾hd, fiajlfhlao@

리한 : 네, 회사원입니다. Tõ" ld¾hd, fiajlfhla'

<보기>처럼 친구들과 이름, 국적, 직업을 묻고 대답해 보세요.
WodyrK foi n,d ñ;=rka iuÕ ku" cd;sh" /lshdj úuid ms<s;=re imhkak'

이름 ku 국적 cd;sh 직업 /lshdj

보기
수분
iqmqka

스리랑카 사람
Y%S ,dxlsl mqoa.,fhla

회사원 
ld¾hd, fiajlhd 

1

2

3

4

5

활동  l%shdldrlï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처음 뵙겠습니다. Tnj yuqjk m<uq j;djhs'

가: 만나서 반가워요. yuqùu i;=gla'

나: 투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uu ;=jdka" Tnj yuqjk m<uq j;djhs'

07 발음 WÉpdrK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음 연습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듣고  

따라 읽으면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음, 자음의 발음은 물론 

한국어 음운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모두 3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

습니다. 

.=rejrfhl= fkdue;sj WÉpdrK bf.k.ekSu wmiiqh' tuksid ;ksju 

wid kej; lshjñka WÉprKh mqyqkqúug yelsjk whqßka ilid we;' 

iajr" jHdkack mukla fkdj fjk;a WÉprK ks;so we;=,;aj j.ka;s 

31lska hqla;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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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①    3. ④   4. ③

[1~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제 취미는                입니다. 지금까지 못 가 본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그 지역의 음식

을 먹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uf.a úfkdaodxYh ^úfkdao .uka &hEuhs'fuf;la l,a hdug fkdyels jQ ia:dk krU,d tu 

m%foaYfha ;sfnk lEu ld,d ne,Sug leu;shs'

 ① 노래 ② 쇼핑 ③ 여행 ④ 운동

2.

 

부산은                 관광지입니다. 경치도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

이 부산에 갑니다.

nQidka hkq ^m%isoaO& ixpdrl ia:dkhls' jgmsgdj;a ,iaik jk w;r rij;a lEuo fndfyda 

;sfnk ksid ñksiqka fndfyda fokd nQidka h;s' 

 ① 유명한 ② 신기한 ③ 위험한 ④ 비슷한

3.

 

제 고향은 경치가 좋은 제주도입니다. 특히 바다가 깨끗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uf.a .u iqkaor jgmsgdjla we;s fcacq  ÿm;hs' úfYaIfhkau uqyqo msßisÿ iy ^iqkaor ksid& 

ixpdrlhska fndfydauhla fidhdf.k meñfKkjd'

 ① 무거워서 ② 복잡해서 ③ 시끄러워서 ④ 아름다워서

4.

 

저는 이번 휴가 때 제주도에 갈 계획입니다. 오늘 비행기 표를                              . 

uu fujr ksjdvq ld,fhaoS fcacq ÿm;g hk ie,eiqï lr,d ;sfhkjd' wo .=jka álÜm; 

^fjka lrkaakhs bkafka&'

 ① 구경할 겁니다 ② 관람할 겁니다 ③ 예매할 겁니다 ④ 계획할 겁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ska wid kej; lshkak'

isxy, NdIdfjys W!IaudlaIr f,i i" I" y y÷kd.; yels jk w;r fldßhdkq NdIdfjys w,amm%dK 

‘ㅅ[s]’ Yíoh;a" W.=rg nroS Yío lrk ‘ㅆ[s’]’ Yíoh f,i;a fldgia follg fnod ±lafõ'

(1) 싸 : 사   (2) 싸다 : 사다

(3) 쌀 : 살   (4) 딸기를 사요.

(5) 유리가 싸요.

발음	WÉpdrKh 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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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파일

안내

weiSï 

,smsf.

dkq ud¾f.

damfoY 

P01 - P31

Track 01 - Track 180

SK 1

SK 2

K-1 - K-8

G06-1 - G50-2

L-06 - L-58

『한국어 표준교재』에 수록된 듣기 파일
iïu; fldßhdkq NdYd fm<fmdf;a wka;¾.; weiSfï ,smsf.dkqj 

인사말 
fmrjok 

신할라어와 한국어 대조
fldßhdkq NdYdj yd isxy, NdYdj ixikaokh

한글 익히기 I & II fldßhdkq fydaäh bf.k .ekSu I & fldßhdkq fydaäh bf.k’u II

각 과의 문법 포인트 강의

예  G30-1 → 30과의 문법 1에 대한 포인트 강의
tla tla mdvug wod, jHdlrK foaYk

Wodyrkh  G30-1 → 30jk mdvfï jHdlrK 1g wod, foaYkh

각 과의 듣기 확장 연습 

예  L-30 → 30과의 듣기 확장 연습

ta ta mdvug wod, weiSfï wu;r wNHdi 

Wodyrkh  L-30 → 30 jk mdvfï weiSï wu;r wNHdi 

발음 연습
WÉpdrK wNHdi 

6 7



목차 mgqk 

일러두기  úia;rd;aul igyka 2
목차  mgqk      8
교재 구성표  fm< fmdf;a wka;¾.;h     10
등장 인물  uqK.efik pß;       15
싱할라어와 한국어 대조  fldßhdkq NdYdj yd isxy, NdYdj iie§u 16

  예비편 ilia lrk fldgi  

1. 한글 익히기Ⅰ 22
 fldßhdkq fydaäh bf.k’u I

2. 한글 익히기Ⅱ 38
 fldßhdkq fydaäh bf.k’u II

3. 교실 한국어 60
 mka;s ldurfha fldßhka NdIdj

4. 안녕하세요 62
 wdhqfndajka

5. 주말 잘 보내세요 64
 i;s wka;h fydÈka .; lrkak

  기본 생활 idudkH Ôú;h  

6. 저는 투안입니다 66
 uu ;=jdka 

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78
 fu;k ld¾hd,hhs

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90
 m'j12'30 g Èjd wdydrh .kakjd

9. 가족이 몇 명이에요? 102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áhso@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114
 Bfha mqia;ld,fha isg fldßhdkq NdIdj bf.k .;a;d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126
 wem,a f.ä myla fokak

12.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38
 frday, tyd me;af;a fnfy;a Yd,dj ;sfnkjd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150
 k.r Yd,dj bosßmsg oS 7g yuqfjuqq

14.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162
 uu msìsïmí lkakï

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174 
 ld,.=Kh meyeÈ,ss ksid is;g i;=gqhs

8 9



  일상 및 여가 생활 tÈfkod yd úfõlS Ôú;h  

16.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186
 fj,dj ;sfhoaoS fndfyda fj,djg fgksia l%Svdlrkak hkjd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98
  ksjdvqfõ oS fcacq ÿm;g hkak bkakjd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210
  nifha fyda Wux ÿïßfha ke.,d hkjd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222
  Th fldßhka .DyNdKav idmamqj fkao@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234
  uu msÕka fidaokakï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246
  fïi mqgq ms<sfj,g ilikak Woõ lrkako@

22. 무단횡단을 하면 안 돼요 258
  fkdie,ls,af,ka jerÈ ia:dkhlska mdr udreùu fkdl< hq;=h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돼요 270
  jeäysáhkag NdKavhla ,nd §fï§ w;a folskau w,a,d Èh hq;=h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282
  fldßhka Ñ;%mg n,ñka bf.k .kakjd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294
  iEu bßodjla mdid m,a,s hkjd

  공공기관 fmdÿ ia:dk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306
  wdydrf.k wjika jQ miq fï fnfy;a fndkak 

27. 어디가 아프십니까?  318
  fldfyao ßfokafka@

28.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330
  nexl= .sKqula idod.ekSug wdfõ

29.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342
  ms,smSskhg ;eme,a m;la hjkak ´fka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354
  T;kska f;lafjdkafoda mqyqKq fjkak mq¿jkao@ 

  부록 weñKqu  

 어휘 색인  366
 o¾Ylh

 불규칙 용언 활용표  376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8 9



교재 구성표 fm< fmdf;a wka;¾.;h 
1권

주제
úYh 

과
mdvu

제목
ud;Dldj

기능/직무 구조
ld¾h jHqyh

어휘
jpk ud,dj

문법
ixjdoh

정보/문화
f;dr;=re $ ixialD;sh

예
비
편

i
l
i
a l

r
k

 f
l
dg

i

1
한글 익히기 Ⅰ fldßhdkq 

fydaäh bf.k .ekSu I

2
한글 익히기 Ⅱ fldßhdkq 

fydaäh bf.k .ekSu II

3
교실 한국어 mka;s ldurfha 

fldßhka NdIdj 

4
안녕하세요
wdhqfndajka 

5
주말 잘 보내세요 i;s  

wka;h fydÈka .; lrkak

기
본
생
활

i
du

dk
H
 Ô

ú
;
h

6
저는 투안입니다

uu ;=jdka 

자기소개하기

;ukaj y÷kajd§u 

나라 rgj,a

직업  /lshd

입니다
입니까

인사 예절
wdpdr lsÍfï mqreÿ 

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fu;k ld¾hd,hhs

장소 및 물건 묻고

대답하기

ia:dk iy NdKav ms<sn| 

úuiSu iy ms,s;=re §u

장소 
ia:dk

물건
NdKav

이/가

이에요/예
요

한국의 좌식 문화
fldßhdkq ìu jdä ùfï 

ixialD;sh

생활필수품
ffoksl Ôú;fha w;HdjYHh 

NdKav 

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
요

12'30 g Èjd wdydrh .kakjd

일과 시간 묻고 대답하기

Èk p¾hdj iy fj,djka 

úuid m%Yak j,g ms<s;=re §u

일과
Èk p¾hdj

시간
ld,h

–아요/어
요

에(시간)

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ksjerÈ fõ,djg /lshdjg 

hk isß; iqrlsuq

9

가족이 몇 명이에요?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áhso@

가족에 대해 묻고

대답하기 mjq, ms<sno úuid 

ms<s;=re ,nd §u

가족
mjq,

외모와 성격
fmkqu iy pß;h 

하고

에(장소)

높임말과 반말

Wiia$f.!rjkSh NdIdj iy 

idudkH l:d lrk NdIdj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
를 공부했어요 Bfha  

mqia;ld,fha isg fldßhdkq 

NdIdj bf.k .;a;d

날짜와 장소 묻고

대답하기

ld,.=Kh iy ia:dkh úuid 

ms<s;=re iemhSu'

날짜와 요일
Èkh $ oji 

장소와 동작
ia:dkh iy l%shdldrlï

–았/었–

에서

한국의 공휴일

fldßhdfõ cd;sl ksjdvq Èk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wem,a f.ä myla fokak 

물품 구매하기

NdKav ñ,§ .ekSu 

과일과 식료품
m<;=re iy wdydrmdk

화폐와 물품 구매
uqo,a iy NdKav ñ,§ .ekSu 

주세요

–아/어 
주세요

의류

we÷ï 

12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frday, tyd me;af;a fnfy;a 

Yd,dj ;sfnkjd

위치와 길 찾기

ia:dk iy mdrj,a fiùu 

이동 동사
p,kh olajk l%shdmo

위치와 방향
ia:dk iy ÈYdjka 

–(으)세
요

(으)로

길거리

w;=re mdr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k.r Yd,dj bosß msg oS 7g 

yuqfjkjd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fmdfrdkaÿ jQ fj,dj yd 

ia:dkh ;SrKh lsßu

상태 1
;;ajh 1

상태 2
;;ajh 2

–고 싶다

–(으)
ㄹ까요

한국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약속 

fldßhdkq cd;slhka wdpdr 

f,i lrk fmdfrdkaÿ

14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uu msìsïmí lkakï

음식 주문하기

lEu ´v¾ lsÍu 

식당
wdmk Yd,dj

음식의 맛 lEu ri 

–(으ㄹ래
요

안

음식 메뉴

lEu fukqj 

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
아요 ld,.=Kh meyeÈ,ss ksid 

is;g i;=gqhs'

날씨와 기분 이야기하기

ld,.=Kh iy ye.Sï m%ldY 

lsÍu 

날씨와 계절 
ld,.=Kh iy R;=

기분과 감정
ysf;a i;=g wi;=g iy ye.Sï

–네요

–아서/어
서

한국의 사계절
fldßhdfõ R;= y;r 

16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
니스를 치러 가요 fj,dj 

;sfnk fj,djg ks;ru 

fgksia l%Svdlrkak hkjd

취미 이야기하기

úfkdaodxY mejiSu

취미
úfkdaodxY

운동
l%Svd

–(으)ㄹ 때

–(으)러 가
다

취미 활동 프로그램

úfkdaodxY l%Svd jevigyka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ksjdvqfõ oS fcacq ÿm;g hkak 

bkakjd

여행 경험 및 계획  
이야기하기 ixpdrl 

w;aoelSï yd ie,iqï ms<sn|j 

l;d lsßu

여행지 ixpdrl ia:dk

여행 준비와 활동
ixpdrh i|yd iqodku yd 

l%shdldrlï

–아/어 
보다

–(으)ㄹ 
거예요

한국의 관광지

fldßhdfõ ixpdrl ia: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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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úYh 

과
mdvu

제목
ud;Dldj

기능/직무 구조
ld¾h jHqyh

어휘
jpk ud,dj

문법
ixjdoh

정보/문화
f;dr;=re $ ixialD;sh

일
상

및

여
가
생
활

t
Èf

k
od y

d ú
f
õ
l
S Ô

ú
;
h

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nifha fyda Wux ÿïßfha 

ke.,d hkjd

교통수단과 소요 시간  
말하기 

m%jdykh iy ld, iSudj 

.ek l:d lsÍu

교통 
m%jdykh

이동 
ia:dkhlska ia:dkhlg 

.uka lsrSu 

(이)나, 

에서 까지

대중교통 이용 방법

fmdÿ m%jdykh Ndú;d lrk 

wdldrh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Th fldßhka ,S nvqo@

전화하기 ÿrl:k weu;=ï

인터넷에 대해 말하기
wka;¾cd,h ms<sn|j l;d 

lsÍu

전화
ÿrl:kh

인터넷
wka;¾cd,h

–지요

–고

생활에 유용한 전화번호

w;HjYH ÿrl:k wxl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uu msÕka fidaokakï

집안일 부탁하기
f.orfodr jevg Wojq b,a,Su

집안일 말하기
f.orfodr jev .ek mejiSu

청소
msßisÿ lsÍu

집안일
f.orfodr jev

–(으)ㄹ게
요

–는 것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li, m%udKh yd fjkalsÍu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
요?

fïi mqgq ms<sfj,g ilikak 

Woõ lrkjo@

설명하기 
meyeÈ,s lsÍu

허락 구하기
wjir b,a,Su

약속 
fmdfrdkaÿj

초대 
wdrdOkdj

–는데/ 
(으)ㄴ데

–(으)ㄹ까
요

집들이 선물

f.g f.j§fï ;E.s

22

무단횡단을 하면 안 돼요

fkdie,ls,af,ka$jerÈ 

ia:dkhlska mdr udreùu 

fkdl< hq;=h

금지하기
;ykï lsÍï

이유 말하기
fya;= oelaùu

금지 ;ykï

하면 안 되는 행동

 lsÍfuka je,lsh hq;= l%shdjka

–(으)면 안 
되다

–(으)니까

공공장소 표지판

fmdÿ ia:dk j, ix{d mqjre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돼요

jeäysáhkag NdKavhla ,nd 

§fï§ w;a folskau w,a,d Èh 

hq;=hs

높임말 말하기

f.!rjdkaú; NdIdfjka l:d 

lsÍu

조언하기
Wmfoia ,nd§u

어휘 높임

f.!rjd¾: jpk

생활 예절

Ôjk idrO¾u

–(으)시–

–아야/어
야 되다/하
다

한국인들에게 나이란?
fldßhdkqjkag jhi 

hkafkys w¾:h@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
해요

fldßhka Ñ;%mg n,ñka 

bf.k .kakjd

공부 방법 말하기 
mdvï lrk wdldrh mejiSu

신청 방법 설명하기 
whÿï lrk wdldrh mejiSu

공부 
mdvï lSrsu$b.k.ekSu

교육 
wOHdmkh

–(으)면서

–기 쉽다/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úfoaYsh lïlrejka ioyd 

jk wOHdmk jevigyk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iEu bßodjla mdid m,a,s 

hkjd

빈도 표현하기
jdr .Kk m%ldY lsÍu

소원 말하기 m%d¾:kdjla  

ms<sn| m%ldY lsÍu

종교 
wd.ï

종교 활동

wd.ñl l%shdldrlï

마다

–았으면/
었으면 좋겠
다

종교 행사

wd.ñl W;aijh

공
공
기
관

f
m
dÿ i

a:
dk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wdydr f.k wjika jQ miq 

fï fnfy;a fndkak 

순서 말하기
wKqms<sfj, .ek l:d lsÍu

금지하기
;ykï lsÍu 

신체
YÍrfha fldgia  

증상
,laIK 

–(으)ㄴ 후
에

–지 마세
요

가정 비상약

m%:udOdr fmÜáh

27
어디가 아프십니까? 
fldfyao ßfokafka@

조건 말하기 wjYH;djhka 

.ek l;d lsßu

증상 묻고 대답하기
frda. ,laIK wid oek.ekSu 

병원
frday, 

치료
m%;sldrh 

–(으)면

–ㅂ/습니
까, –ㅂ/습
니다

외국인 근로자 센터 진료  
안내  
úfoaYSh lïlre 

uOHia:dkfha m%;sldr 

f;dr;=re 

28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nexl= .sKqula idod.ekSug 

wdfõ'

의도 말하기
wruqKla mejiSu

방법 표현하기
hula isÿlrk l%uh mejiSu

은행 nexl=j

은행 업무/현금인출기

nexl= lghq;=$ uqo,a ouk" 

wdmiq .kakd hka;%h 

–(으)려고

–(으)면 되
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금융 서비스

úfoaYSh lïlrejka ioyd 

jk uq,Huh fiajdjka

29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ms,smSskhg ;eme,a m;la 

hjkak ´fka

편지 보내기 ,shqula heùu

요청하기

fhdackd lsÍu

우편물 ,shqï

소포/택배 

fï,a ^fmÜá& $ md¾i,a 

(으)로

–(으)십시
오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f;dr;=re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T;kska f;lafjdkafoda mqyqKq 

fjkak mq¿jkao@ 

이용 문의하기 
wid oek.ekSu

교육 신청하기

wOHdmkh ,eîug whÿï 

lsÍu 

교육 및 서비스 
wOHdmkh iy fiajd

외국인력 지원 센터 이용

úfoaYSh lïlre iyfhda.S;d 

uOHia:dkh Ndú;h 

–(으)ㄹ 수 
있다/없다

–(으)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기관
úfoaYSh lïlrejka i|yd 

;sfnk iyk uOHia: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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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wfma rfÜ fidjq,a j,g jvd 

jd;h f.dvla msßisÿhs

날씨 표현하기
ld,.=Kh jd¾;d lsÍu

비교하기 
ixikaOkh lsÍu

날씨 
ld<.=Kh 

도시의 특성
k.r j, úfYaI ,laIK

–지만

보다

한국의 행정구역
fldßhdfõ mßmd,k 

Èia;%slal

32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
요
fndlak,a ^WKqiqu jeäu 

Èkhg& Èkhg iïf.aÜgka 

wdydrhg .kakjd

한국의 음식 문화 알기
fldßhdfõ wdydrmdk yd 

iïnkaO ixialD;sh ms<sno 

oek.ekSu

조리법 설명하기 wyr 

ms,sfh, lrk wdldrh

계절 음식 
R;= j,g wdfõksl wyr 

재료 및 조리법
wuqøqjH yd idok wdldrh

–(으)ㄴ

–아서/어
서

특별한 날 먹는 음식
úfYaI Èkj,§ wdydrhg 

.kak lEu cd;s

33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fidxfmHdka yok w;aoelSula 

,nd .kak mq¿jka

추측하기 
wkqu; lsÍu

계획 말하기 
ie,eiau .ek l;d lsÍu

설날 
w¨;a wjqreoao

추석 
pqfidla

–겠–

–는

한국의 명절
fldßhdfõ ksjdvq

34

아기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orejdg we÷ï ;E.s úÈyg 

fok tl fldfyduo@

추천하기 
wkqu; lsÍu

순서 말하기
ms<sfj, .ek l;d lsÍu

특별한 날
úfYaI Èk 

결혼 문화 
újdy ixialD;sh

–는 게 어때
요

–고 나서

한국인의 경조사
fldßhdkqjkaf.a mjq,a j, 

jeo.;a isÿùï

35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
아요 
fldßhka kdgH 

úfkdaocklh

이유 말하기
fya;=oelaùu

추측하기
wkqudk lsÍu

한류
fldßhka kj l,dj

경제 및 산업 
l¾udka; iy fldßhka 

wd¾:slh

–잖아요

–는/(으)ㄴ 
것 같다

한류 여행
yka,Hq ixpdr

직
장
문
화

j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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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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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ms<sfj,lg we|,d 

bkakfldg fmkqu fyd|hs

복장 설명하기
we÷u ms<sno úia;r lsÍu

충고하기
Wmfoia §u

복장
we÷u

태도 
wdl,am

–아/어 보
이다

–게

작업 현장의 복장
jevlrk ;ek w¢k we÷u

37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we;=,a ùfï $ msgùfï 

fodrgqj wksjd¾hfhkau 

jyuq

기숙사 주의사항 알리기
fkajdisld.drfha oS wjOdKh 

fhduq l< hq;= lreKq oekaùu

기숙사
fkajdisld.drh

냉난방기
jdhq iólrK";dmlh

–(으)ㅂ시
다

–는 동안

한국의 주거 형태
fldßhdfõ jdiia:dk m%fNao

38
일할 맛이 나요
jevlrkak wdid ysf;kjd 

직장의 분위기 소개하기 
jevmf,a mßirh

동료와의 갈등 표현하기
jgmsgdj y÷kajd §u" iu 

fiajlh iuÕ we;s .egqï 

meyeÈ,s lr §u 

직장의 분위기 
jevmf<a mßirh

동료와의 갈등
jgmsgdj iu fiajlhkaf.a  

.egqï

–는/(으)ㄴ 
편이다

–다고 하
다

직장 내에서의 호칭

jevmf,a ;k;=re'

39

오늘 회식을 하자고 해요

wo fNdack ix.%yhla 

mj;ajkak woyia lrkjd

회식 일정 공지하기
fNdack ix.%y ld,igyk 

ksfõokh lsÍu

새 직원 소개하기 kj 

ld¾h uKav,hla y÷kajd §u

회식
fNdack ix.%y

직장에서의 모임
jev /iaùï

–자고 하
다

–(으)라고 
하다

한국의 회식 문화
fldßhdkq wdydr ixialD;sh

40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wmyiqjla oekqkdkï th 

,sx.sl ysxikhl

성희롱 예방 조언하기 
,sx.sl ysxikh je,elaùu 

i|yd jk Wmfoia

성추행에 대한 강의 듣기

,sx.sl ysxikh ms<sn|j 

mka;sj,g ijka§u

성희롱
,sx.sl ysxikh

성희롱 대처 방법

,sx.sl ysxikh kj;ajk 

kS;s

–냐고 하
다

간접화법의 
축약형

성희롱의 개념과 처벌
,sx.sl ysxikfha w¾:oelaùu 

yd o~qjï

41

드라이버로 해 보세요
bial=remamq kshkska lr,d 

n,kak

작업 도구 제안하기 
 jevg Ndú;dlrk Wmlrk 

fhdackd lsÍu

작업 상황 설명하기
jev úia;r lsÍu 

제조업 수공구 ksIamdok 

l¾udka;fha oS Ndú; lrk 

w;a WmlrK

제조업 기계 ksIamdok 

l¾udka;fha oS Ndú; lrk 

hka;% iq;%

(으)로

–고 있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

jevlrk Wmlrk fhdackd 

lsÍu $ jev mßirh úia;r 

lsÍu 

42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
지 알아요?

fuu hka;%h jevlrkafka 

fldfyduo lsh, okakjd o@

기계 작동법 설명하기
hka;%h jevlrk wdldrh 

mejiSu

작업 보고하기 
jev jd¾;d lsÍu

기계 작동
hka;%h jevlrk wdldrh 

포장 작업
weisÍfï jev

–는지 알
다/모르다

–(으)ㄹ 것 
같다

안전한 도구 및

기계 사용법

wdrlaId iys; WmlrK yd 

hka;% Ndú;d lrk wld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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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철근을 옮겨 놓으세요
hlv lïì f.k;a ;nkak

작업 지시하기
jev wëlaIKh 

작업 확인하기
jev wëlaIKh $ jev 

mßlaId lsÍu

건설 현장
bÈlsÍfï jevfmd< 

유통업 포장
md¾i,a fnodyeÍu

–아/어 놓다

–지요

건설 현장의 중장비

bÈlsï jevfmdf<a ;sfnk 

nr hka;% 

44

페인트 작업을 했거든요
;Ska; wdf,am lrk jevh 

l,d 

작업장 환경 묘사하기
fiajd ia:dkfha mßirh 

úia;r lsÍu

정리 정돈 말하기
wialrk wdldrh mejiSu

작업장 환경 
  fiajd ia:dkfha mßirh

폐기물과 정리 도구

wmøqjH yd wialrk WmlrK

–거든요

–아지다/어지
다

작업 도구 정리 정돈
jevg .kakd WmlrK 

ms<sfj,g ;eîu

45
호미를 챙겼는데요
w;auq,ä jfk /f.k wdfõ

작업 변경 요구하기
jev fjkialsÍug b,a,Su 

작업 요청하기
jev b,a,Su

농업 1
lDIsl¾uh 1

농업 2
lDIsl¾uh 2

–는데요

–기 전에

한국 농촌의 사계절

fldßhdfõ f.dúfmd,j,aj, 

iD;= y;r

46
더 신경 쓰도록 하자
;j fyd|g wjOdkh fhduq 

lruq 

문제 원인 찾기
m%Yakhg fya;=j fiùu

해결 방안 말하기

úi|k wdldrh mejiSu

축산업
mY+ iïm;a l¾udka;h 

어업
ëjr l¾udka;h 

–도록 하다
–게 되다

축산업과 어업 현장의  

직업

mY+ iïm;a l¾udka;h yd 

ëjr l¾udka;fh§ lrk 

jev

47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NdKav f,aLkh wjfndaO 

lr.ekSu jeo.;a

업무 관리하기 
jev l<ukdlrKh lsÍu

업무 실수 말하기
w;a jerÈ mejiSu

창고 관리
.nvd l<uKdlrKh

가구 제조
NdKav ksIamdokh

– 는 것이 중요
하다

–(으)ㄹ 것이다

직장에서의 칭찬 노하우
jev fmd< ;=, fyd| mqreÿ

48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jd,hla isÿ fkdjkak 

mßiaiï fjkak

기계 작업 시 주의사항

말하기 WmlrK j,ska jev 

lrkúg mßiaiï úhhq;= 

wdldrh mejiSu

위험 상황 대처하기
wjodkï wjia:d u.yeÍu

기계 작업
WmlrK j,ska lrk jev

재해
úkdYhka

– (으)ㄴ 적이 
있다/없다

– 지 않도록 조
심하다

작업장 사고
jevfmdf<a wk;=re

49

안전화를 안 신으면 다
칠 수 있어요

wdrlaIs; im;a;= m<Èkafka 

ke;akï ;=jd, fjkak 

mq¿jka 

위험 상황 예방하기 
wk;=reodhl ;;ajhkaf.ka 

je<lSu

위험 가능성 경고하기
wk;=re.ek wk;=re yeÕùu 

보호구 
wdrlaIl WmlrK 

작업장 사고
jevìfï isÿjk wk;=re 

–(으)ㄹ 수 있다

–기 때문에

신체 기관과 보호구
YÍr fldgia iy wdrlaIs; 

WmlrK 

50

열심히 해 준 덕분이에요
uykaisfhka lr, fok 

ksid 

업무 평가하기
jev w.h lsÍu 

건강 말하기
fi!LH .ek l;d lsÍu 

안전 수칙
wdrlaIs; l%shdud¾.

건강 증진
fi!LH m%j¾Okh 

–(으)ㄴ 덕분에

–기로 하다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fi!LH mj;ajd .ekSu 

Wfoid we§fï jHdhdu 

주제
úYh 

과
mdvu

제목
ud;Dldj

기능/직무 구조
ld¾h jHqyh

어휘
jpk ud,dj

활동
l%shdldrlï

정보/문화
f;dr;=re $ ixialD;sh

법
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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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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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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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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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fldßhdjg .syska jev 

lrkak leu;shs 

고용허가제에 대해

묻고 답하기 /lshd n,m;% 

l%uh iïnkaO m%YaK iy 

ms<s;=re

EPS-TOPIK에 대해

문의하기
fldßhdkq NdIdj m%ùK;d 

úNd.h iïnkaO úuiSï 

고용허가제
fiajdkshqla;s wjirm;a l%uh 

한국어능력시험

fldßhdkq NdIdj m%ùK;d 

úNd.h 

EPS–TOPIK 
신청서 작성하
기 
EPS-TOPIK 

úNd.hg 

whÿïm;% msrùu 

고용허가제 이해하기

fiajdkshqla;s wjirm;a l%uh 

f;areï .ekSu

52

근로 조건이 좋은 편이
에요
/lshd fldkafoais fyd|hs 

jf.a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하기
 jev .súiqfï wvx.= oE 

ms<ssnoj úuiSu

근로 계약 체결하기
jev .súiqula w;aika lsÍu

근로 조건

jev fldkafoais

취업 절차

/lshdjg n|jd .ekSfï 

mshjr

표준근로계약
서 작성하기 
idudkH 

jev .súiqula 

ilialsÍu

표준근로계약서
idudkH jev .súi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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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가요
úfoaYSh ,shdmÈxÑh 

lr.ekSu i|yd hkjd 

입국 심사 받기
wd.uk iudf,dadpkh ,nd 

.ekSu 

외국인 등록하기
úfoaYSh ,shdmÈxÑ ùu

입국 절차

we;=,aùfï l%shdj<sh

외국인 등록

úfoaYsh ,shdmÈxÑ ùu

취업 교육
이해하기
fiajd mqyqKqj 

f;areï .ekSu 

외국인 등록
úfoaYsh ,shdmÈxÑh 

54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rlaIK jkaÈ b,ä ï lrkjd 

보험 가입하기 
rlaIK ie,iqula ,nd .ekSu 

^,shdmÈxÑ fjkjd&

보험금 청구하기 
rlaIK jkaÈ b,ä ï lsÍu 

보험 가입
rlaIK ie,iqula ,nd 

.kakjd

보험금 청구
rlaIK jkaÈ b,a,kjd 

보험 안내
이해하기

rlaIK ie,iqï 

f;areï .ekSu 

외국인 근로자 보험
úfoaYSh lïlre rlaIK 

55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lreKdlr Tfí f.ùï m;a 

mßlaId lr n,kak

급여 명세서 확인하기
jegqma jd¾;dj mßlaId lsÍu  

수당 확인하기
wu;r f.ùï mßlaId lsÍu

급여와 세금
jegqma iy nÿ 

수당
wu;r §ukd 

급여 명세서
읽기 jegqma 

jd¾;dfõ b;sß 

fldgi lshùu 

월급
udisl jegqma

56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웠어?
fujr .sïydk ksjdvqjg 

fudkjo lrkafka lsh, 

ie,iqï l,do@

휴가 알아보기
ksjdvq .ek oek.ekSu 

병가 신청하기
f,v ksjdvq oeóu

휴가 
ksjdvq 

병가 
f,v ksjdvq

휴가 신청서

이해하기
ksjdvq whÿï 

lrk wdldrh 

wjfndaO 

lr.ekSu

휴가에 대한

근로 기준법의 이해

ksjdvq ms,snoj lïlre kS;sh 

wjfndaO lr.ekSu

57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jevlrk ia:dkh udrelr.

kak wjYH jqk;a 

사업장 변경 절차

알아보기

jevlrk ia:dkh udrelrk 

l%shdj,sh oek.ekSu 

일시 출국 절차 확인하기
;djld,slj ráka msg ùfï 

l%shdj,sh mßlaId lsÍu

사업장 변경
jevlrk ia:dkh udrelsÍu 

조기 귀국과 일시 출국 
kshñ; ld,hg fmr wdmiq 

hdu yd ;djld,slj ráka 

msgùu 

재입국
허가 동의서
이해하기

kej; fldßhdjg 

we;=,aùug 

wjir §fï 

f,aLkh wjfndaO 

lr.ekSu

사업장 변경
jevlrk ia:dkh fjkia 

ls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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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
에 꼭 신고해야 해

/£ isàfï ld,h §¾> l, 

miq wksjd¾hfhkau jd¾;d 

l, hq;=hs

체류 연장 절차  
알아보기
/£ isàfï ld,h §¾> lsÍfï 

l%shd mámdáh oek.ekSu 

체류 자격 변경 이해하기 
/£ isàfï fhda.H ;djh 

fjkiaùu wjfndaO lr.ekSu

체류 기간 연장
/£ isàfï ld,h §¾> lsÍu 

체류 자격 
/£ isàfï fhda.H ;djh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하기
/£ isàfï 

ld,h §¾> 

lsÍfï whÿïm; 

iïmq¾K lsÍu

체류 기간 연장 신청
/£ isàfï ld,h §¾> lsÍug 

whÿï lsÍu

직
장
생
활
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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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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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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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Ⅰ
ld¾ñl iqrlaIs;Ndjh 01

산업 안전표지 익히기
ld¾ñl wdrlaIK i,l=Kq 

y÷kd .kak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ksIamdokhg iïnkaO 

wdrlaIk Wmfoia  y÷kd 

.kak 

산업 안전 표지
ld¾ñl wdrlaIK i,l=Kq 

제조업 관련 안전 수칙

ksIamdokhg iïnkaO 

wdrlaIk Wmfoia

직업병
jD;a;sh ksidfjka we;sjk 

frda.dndO

60
산업 안전 Ⅱ
ld¾ñl iqrlaIs;Ndjh 02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익히기 f.dvke.s,s bÈlsÍï 

l¾udka;hg iïnkaO 

wdrlaIl Wmfoia y÷kd.

kak

건축업 관련 안전 수칙
f.dvke.s,s bÈlsÍï 

l¾udka;hg iïnkaO 

wdrlaIl Wmfoia 

직업병 예방
jD;a;sh ksidfjka we;sjk 

frda.dndO je,elaù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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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인물 uqK.efik pß; 

선생님 .=re;=ud

리한 ßyka

mdlsia:dkh

바루 mre ູ

bkaÿkSishdj

투안 ;=wka

úhÜkduh

아딧 wÈ;a

;dhs,ka;h

카림 lßï

Wiafnlsia:dkh

리리 ,s,S

Ökh

흐엉 yTka

úhÜkduh

수피카 iqmsld

iqmsld

모니카 fudksld

Y%S ,xldj

수루 iqre

Ökh

바트 nd;a

fudkaf.da,shdj

타타 ;d;d

bkaÿkSishdj

칸 ldka

ldïfndach

이반 bndka

Wiafnlsia:dkh

인디카 bkaÈl 

Y%S ,xldj

박지훈 mdla ð yqka

fldßhdj

이미영 b ñ fhdka

fldßhdj

김건우 lsï f.dka jq

fldßhdj

정소희 fcdka fidka fyS

fldßhdj

이민우 b ñka jq

fldßhdj

14 15



NdId mjq,1

isxy, NdIdj bkaÿ hqfrdamsh NdId mjq,g wh;a jk w;r fldrshka NdIdj w,a;dhs NdId mjq,g 

wh;afõ' 

NdId mjq, NdId mjq,g wh;A NdId

bkaÿ hqfrdamsh NdId mjq, yskaos" mkacdì" fnd.d,s iy fkamd,s jeks NdIdisxy, NdIdj

w,a;dhs NdId mjq, ;=¾ls" Wiafnla iy lidla jeks NdIdfldrshka NdIdj

WÉpdrKh2

①   isxy, NdIdfjys flá iajr w" b" W" t" T" we" R /a, i, u, e, o, æ, ə/ 7la jk w;r fuu flá 

iajr ish,a,lau o’¾.j WÉpdrKh l<yels o’¾> iajrhkao we;' fldrshka NdIdfjys flá iajr 

7la jk w;r‘ㅡ^w&’iajrh isxy, NdIdfjys olakg fkd,efí'

②   isxy, NdIdfõ" WÉpdrKh wkqj j¾. flfrk jHxck .Kk 24la jk w;r fldrshka NdIdfõ 

21la fõ' isxy,fhys iam¾Y uq,sl jYfhka f>daIdËr iy wf>daIdËr f,i j¾. flf¾' 

fldrshka NdIdj .;al, jHxck WÉpdrKh lrk úg msgjk jd;fhys m%n,;ajh wkqj w,amm%dK" 

uydm%dK" W.=rg nr oS lrk Yío f,i j¾. lrkq ,efí'

③   isxy,fhys z*[f]Z iy uq¾;c zg[t]Z" zv[d]Z Yíohka we;s kuq;a fldrshka NdIdfõ fuu Yíohka 

olakg fkd,efí' isxy,fhys [l] iy [r] Yíohkag z,Z iy zrZ f,i fjkafjka jQ wlaIrhka 

;snqko fldrshka NdIdfõ fuu Yíohka folgu tlu wlaIrh fhdod.efka' zㄹZjHxck iajr 

folla w;rg fhfok úg [r] f,i WÉpdrKh lrk w;r y,alsr’ula f,i fhfok úg [l] f,i 

WÉpdrKh lrkq ,efí'

④   isxy, NdIdfõ z*[f]Z wlaIrh Y=oaO isxy, jHxckhla fkdjk w;r bx.%Sis NdIdfjka Khg .;a 

jpk lshùfïo’ m%Odk jYfhka Ndú;d flf¾'

isxy, iy fldrshka NdId ixikaokd;aul wOHhkh

S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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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dlrK3

1& mo .e,m’u

fldrshka NdIdfõ jdlHhl mo .e,m’u isxy, NdIdfõ jdlHhl mo .e,m’u yd iudk fõ' 

①   isxy, iy fldrshka NdIdjkays jdlH jHqyh zWla;h ¬ l¾uh ¬ wLHd;h(S+O+V)Z iajrEmh 

.kakd neúka wLHd;h iEu úgu jdlHhl wjidkfha fhfoa' tkuq;a jdlHhla ;=< fuu mo 

j¾. idfmalaI jYfhka ia:dk udre lr ,sùug yels w;r w¾:fhys fjkila isÿ fkdjkq we;'

 

  
uu         u,aj,g       leu;shs'

 나는             꽃을            좋아한다.

isxy, NdIdj

fldrshka NdIdj

②   NdIdjka foflysu jdlHhl kdu mohl fyda l%shd mohl mj;akd .=Khla úia;r lsr’ug Ndú;d 

lrk úfYaIK mo iEu úgu kdu mohg fyda l%shd mohg  bosrsmiska ,shkq ,efí'

   

 

,iaik u,a ,iaik u,a

예쁜 꽃

isxy, NdIdj

예쁘다 꽃fldrshka NdIdj

③   NdIdjka foflysu jdlHhl kdu mohl fyda l%shd mohl mj;akd .=Khla úia;r lsr’ug Ndú;d 

lrk úfYaIK mo iEu úgu kdu mohg fyda l%shd mohg bosrsmiska ,shkq ,efí'

        

weÿï ñ,§ .kak ´fka weÿï ñ,§ .kak ´fka

옷을 사고 싶다

isxy, NdIdj

옷을 사다 싶다fldrshka NdIdj

16 17



2&   my; jdlHfhys z가다Z w¾:h .;a zhkjdZ hkak j¾;udk ld, l%shdmohls' fuu mofhys l=uk 

fldgiska l%shdm%lD;sh ms<sìUq lrkafkao l=uk fldgiska j¾;udk ld,h ms<sìUq lrkafkao hkak 

fjkafldg y÷kd.ek’u wmyiqh' ;j;a WodyrKhla i<ld ne,qjfyd;a" zkEjdhZ hkak z목욕했다Z 

hk w¾:h jk w;r fuu moh ia;%’,sx." tAl jpk" m%:u mqreI" w;’; ld, l%shdmohls' tfy;a fuu 

l%shdmofha l=uk fldgiska l%shdm%lD;sh ms<sìUq lrkafkao"l=uk fldgiska m%:u mqreI hkak ms<sìUq 

lrkafkao tfia;a ke;fyd;a l=uk fldgiska tAl jpk hkak w;’; ld,h hkak ms<sìUq lrkafkao 

fjkfldg y÷kd .ek’u wmyiqh'

 

친구가   신문을   보  았  겠  다  .

m%;H w;S; ld,h wkqudkh jdlH wjidkh

3&    isxy, NdIdfjys kdumo" ,sx.fNaoh^ia;% ’$mqreI$kmqxil&" jpkfNaoh^tal jpk$nyqjpk&" 

m%dKjdp’$wm%dKjdp’ f,i j¾.’lrKh lrkq ,nk w;r óg wkql+,j wLHd;Hfha iajrEmh 

fjkiajkq we;'

①   isxy, NdIdfjys l¾;D kdumofha ,sx.fNaohg wkqj wLHd;h fjkia fõ' tfy;a fldrshdka 

NdIdfõ l¾;D kdumofha ,sx.fNaohg wkqj wLHd;fha fjkiaùula isÿ fkdfõ'

  isxy, NdIdfjys l¾;D z엄마^wïud&Z fõo z아버지^;d;a;d&Z fõo hkaakg wkj z가다^hkjd&Z ys w;’; 

ld,h ms<sfj,ska z.shdhZ iy z.sfhahZ f,i fjkiaj m%ldY lrk kuq;a fldrshka NdIdfjys ,sx.

fNaohla fkdue;sj z갔다 ^.shd&Z f,i m%ldY lrkq ,efí'

 

wïud

;d;a;d
u,aj,g

.shdhs'

.sfhah'
isxy, NdIdj

엄마

아버지
집에 갔다.fldrshka NdIdj

②   isxy, NdIdfjys l¾;D taljpk o nyqjpk o hkakg wkqj wLHd;h fjkia fõ' WoyrKhla f,i 

z하다Z wLHd;h fhfok wjia:djlo’" l¾;D taljpk kï zlrhsZ f,i;a nyqjpk kï zlr;sZ f,i;a 

,shkq ,efí' kuq;a fldrshdka NdIdfõ kdumoh tal jpk fõo nyqjpk fõo hkak ms<sn| 

fkdi,ld tlu wLHd; l%uhg ,shkq ,efí'

  isxy, NdIdfjys l¾;D z엄마^wïud&Z fõo z아버지^;d;a;d&Z fõo hkaakg wkj z가다^hkjd&Z ys w;’; 

ld,h ms<sfj,ska z.shdhZ iy z.sfhahZ f,i fjkiaj m%ldY lrk kuq;a fldrshka NdIdfjys ,sx.

fNaohla fkdue;sj z갔다 ^.shd&Z f,i m%ldY lrkq ,efí'

isxy, iy fldrshka NdId ixikaokd;aul wOH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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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Hhdj

YsIHdfjd
mdvï

lrhs'

lr;s' 
isxy, NdIdj

학생이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fldrshka NdIdj

③    isxy, NdIdfõ l¾;D m%dKjdÖ o wm%dKjdÖ o hkak u; wLHd;fha iajrEmh fjkiafjhs' z있다ㅡㅡ
^hula$hïflfkla we;&Z hk w¾:h fok jdlHhl l¾;D m%dKjdÖkï z;sfhkjdZ f,i;a l¾;D 

wm%dKjdÖ kï zbkakjdZ f,i;a ,shkq ,efí' tfy;a fldrshka NdIdfõ m%dKjdÖ o wm%dKjdÖ o 

hkak ms<sn| fkdi,ld z있다Z hkl%shdmoh Ndú;d lrkq we;'

 

fmd; 

YsIHdfjd
ldurh    we;=f<a

lrhs'

lr;s'
isxy, NdIdj

책

학생
방 안에 있다.fldrshka NdIdj

 

 
4&     isxy, NdIdfõ jdlHhl wLHd;h f,i úfYaIK mohla fhfok úg wE÷ula^copula& fkdue;sj 

,súh yels w;r l%shdmo yd iudkj wLHd;fha yevfha fjkila yg fkd.kshs' tfiau wLHdkh f,i 

fhfok úfYaIK mohla w;’; ld,hg yrjd ,súh fkdyelsh'

 

tA <uhd    ,iaikg ysáhd'

그 아이는            예뻤다.

isxy, NdIdj

fldrshka NdIdj

5&     isxy, NdIdfõ jdlHhl l¾;D hkak fmkakjd o’ug l¾;Dldrl ksmd; m%;H fhdod fkd.;a;o 

fldrshka NdIdfõ jdlHhl l¾;D hkak fmkakjd o’ug l¾;Dldrl ksmd; m%;Hh Ndú;d flf¾' 

my; oelafjk WoyrKh foi wjOdkh fhduqlr ne,qjfyd;a" isxy, jdlHh ,shù we;s whqrska   
z나는 그를 좋아한다Z f,i l¾;Dldrl ksmd; m%;Hh Ndú;d fkdlr ,súh fkdyelsh'

 

   uu           thdg         leu;s'

나 + 는            그를            좋아한다. 

isxy, NdIdj

fldrshka NdI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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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xy, NdIdfõ i¾jkdu nyq,j Ndú;d lrkq ,enqj;a fldrshka NdIdfjys i¾j kdu nyq,j Ndú;d 

fkdlrhs' my; oelafjk jdlH foi wjidkh fhduql<fyd;a" isxy, WodyrKfha uq,a jdlHfha 

zhd¿jd(친구)Z hk kdumoh Ndú;d l,o fojeks jdlHfha hd¿jd fjkqjg i¾j kdu mohla jk 

zwehZ fhdod f.k we;s whqre fmfka' kuq;a óg fjkiaj fldrshka NdIdfjys fojeks jr m%ldY 

lsr’fïo’ l¾;D bj;a lr ,súu fyda z그 친구는Z f,i m%ldY lrkq ,efí'

 

Bfha hd¿jd yïnjqKd' thd ,iaik fj,d'

어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예뻐졌다.

isxy, NdIdj

fldrshka NdIdj

 

7&       isxy, NdIdfõ z이fïZ" z그ThZ" z저wrZ muKla fkdj l;dnyd lrk wjia:dfõ olakg ke;s l;d 

lrkakd iy ijkafokakd fmdÿfõ okakd fohla fyda mqoa.,fhla ms<sn| m%ldY lrk úg fhdod 

.kakd ztaZ hk i¾jkdu moho ;sfí' fldrshka NdIdfjys zThZ iy ztaZ hk w¾:hka folu tlu  

z그Zi¾jkduh Ndú;d lr m%ldY lrkq ;sfí'

8&       isxy, NdIdfõ z명사 + 이다 ^zfjñZ" zhZ&Z iajremfha jdlHlska zfjñZ iy zhZ bj;alr o ,súh yels 

kuq;a fldrshka NdIdfjys z이다Z m%;H bj;alr ,súh fkdyelsh'

 

fuh u,lafõ' (◯)
fuh u,la' (◯)

이것은 꽃이다. (◯)

이것은 꽃. (X)

isxy, NdIdj

fldrshka NdIdj

isxy, iy fldrshka NdId ixikaokd;aul wOH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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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sxy, NdIdfõ f.!rjd¾:" nyq jpk kdu mo fhdod .ksñka m%ldY lrkq we;' nyq jpk l%shdmo 

wLHd;h jYfhka ,sùfuka o f.!rj ,eìh hq;= Wiia mqoa.,fhla hkak fmkajd osh yelsh' 

fldrshka NdIdfjys úúOdldrfhka f.!rjd¾:h m%ldY l< yel' ud;Dldjg ,la fjkakdj Wiia 

lsr’ug kdu mohg msgqmiska z께Z m%;H tl;== lr" wLHd;hg z-시-Z iïnkaO lr ,shkq we;' tajf.

au fldrshdkq jd.a ud,dfõ iuyr jpkj, f.!rjd¾: mo o fjku olakg ,efí' isxy, NdIdfõ 

ijkafokakd Wiia lr olajk f.!rjd¾: l%u fkdue;s kuq;a fldrshka NdIdj .;al, jdlH 

wjidk ksmd; m%;Hfhka ijkafokakd fl;rï m%udKhlska Wiia fldg i,lkafkao hkak ms<sìUq 

lrkq ,efí'

 

wlald

wïud
f.or .shdh'isxy, NdIdj

언니 갔다.

어머니 가셨다.
집에fldrshka NdIdj

20 21



한글 익히기 I
fldßhdkq fydaäh bf.k .ekSu ¸

1 한글 소개  fldßhdkq fydaäh ye¢kaùu' K-1

fldßhdkq fydaäh fcdfidka rdcjxYfha fifcdx rc;=ud úiska j¾I 1443 § ks¾udKh lrk ,§' 

Bg fmr fldßhdkq NdIdj ,sùu i|yd Ök rEmdlaIr jk zykacdZ Ndú;d úh' tfy;a Ök rEmdlaIr 

,sùfï ld¾hh wOHdmkh fkd,enQ idudkH ñksiqkag b;d wmyiq úh' tneúka fifcdx rc;=ud 

úiska idudkH ñksiqkago myiqfjka ,súh yels fldßhdkq wlaIr fydaäh ks¾udKh lrk ,§'

(1) iajrdlaIr fï wdldrhg ks¾udKh lrk ,§'

• wyi

ㅡ fmdf<dj

ㅣ ñksid

wyi^•&" fmdf<dj^ㅡ& iy ñksid ^ㅣ& f.a yevh .kakd uQ,sl iajrdlaIr 3 wdY%h fldgf.k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ks¾udKh fldg we;' b;sß iajrdlaIr o uQ,sl wlaIr tlg iïnkaO lr 

ks¾udKh lr we;'

(2) jHxck wlaIr fï wdldrhg ks¾udKh ù we;'

ㄱ
WÉpdrKh lrk úg Wmfhda.S jk YÍr bkaøsfhys yevhg wkQj 

uq,sl jHxck wlaIr jk ㄱ" ㄴ" ㅁ" ㅅ" ㅇ  ie§ we;'

ㄱ [k/g] → ㅋ [kh]

jd;fha m%n,kdjh jeä Yío ,sùu i|yd uq,sl wlaIrhg ;j;a 

tl bß lene,a,la tl;= lr ㅋ" ㅌ" ㅍ" ㅊ ks¾udKh ù we;'

ㄷ [t/d] → ㅌ [th]

ㅂ [p/b] → ㅍ [ph]

ㅈ [ʧ/ʤ] → ㅊ [ʧh]

01

ㅣ+  •     = ㅏ [a]

ㅣ + ••  = ㅑ [ja]

• + ㅡ     = ㅗ [o]

•• + ㅡ  = ㅛ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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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
fldßhdkq fydaäh bf.k .ekSu ¸

ㄱ [k/g] → ㄲ [k′]

W.=rg nr oS Yío lrk oaú;aj wlaIr tlu uq,sl wlaIrh fojrla 

,sùfuka ks¾udKh l< w;r tajd ㄲ" ㄸ" ㅃ" ㅆ" ㅉ fõ'

ㄷ [t/d] → ㄸ [t′]

ㅂ [p/b] → ㅃ [p′]

ㅅ [s] → ㅆ [s′]

ㅈ [ʧ/ʤ] → ㅉ [ʧ′]

(3) wlaIrdKq fuf,i ,súh yels fõ'

  jHxckhla iuÕ iajrhla iïnkaO ù wlaIrdKqjla ks¾udKh fõ' fldßhdkq wlaIrdKq ,sùfï§ 

ieuúgu jHxckhla iy iajrhla ;sìh hq;=h' iajrh bÈßfhka jHxckhla fkdmeñ‚hfyd;a 

ks;ru ‘ㅇ’ ,shkq ,nhs' ‘ㅇ’ jHxck iajrhlg bÈßfhka meñ‚hfyd;a Yío lr lshjkq fkd 

,nhs' iajrhlg miqj fhfok ‘ㅇ’ muKla Yío lr lshjhs' wlaIrdKq ,sùfï§ jHxck iy 

iajr fjk fjku ,súh fkdyels w;r yqfola jHxckh wlaIrdKqjg bÈßfhka iy wjidkfha§ 

fhÈh yels fõ'

①

jHxckh ¬ iajrh ^isria& CV 나

jHxckh 

¬ 

iajrh ^;sria&

C
V 노

②

^‘ㅇ’ fkd lshjhs& jHxckh ¬ iajrh ^isria& C V 아 

^‘ㅇ’ fkd lshjhs & jHxckh 

¬ 

iajrh ^;sria&

C
V

오

③

jHxckh ¬ iajrh ^isria& 

¬ 

jHxckh ^y,a lsÍu&

CV
C 밥

jHxckh 

¬ 

iajrh ^;sria& 

¬ 

jHxckh ^y,a lsÍu&

C
V
C 문

④

^‘ㅇ’ fkd lshjhs & jHxckh ¬ iajrh^isria& 

¬ 

jHxckh^y,a lsÍu&

C V 
C 안

^‘ㅇ’ fkd lshjhs & jHxckh

¬

iajrh^;sria& 

¬ 

jHxckh ^y,a lsÍu&

C
V
C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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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음 1  iajr 1

fldßhdkq NdIdfjys ish¨u iajr 21ls' iajr wlaIr" isria w;g ,shk iajr ㅣ" ㅏ" ㅑ" ㅓ" ㅕ f,io" 

;sria w;g ,shkq ,nk iajr ㅡ" ㅗ" ㅛ" ㅜ" ㅠ f,io fõ'

1. iajr wlaIr WÉpdrKh'

fu;eka mgka iajr wlaIr WÉpdrKh .ek bf.k .ksuqo@ uq,skau lKaKdähla 

iqodkï lr .kak' iajrhg ijka § lKaKdäh foi n,ñka mska;+rfha Èia jk 

f;d,a msysàfï wdldrhg mqkqreÉpdrKh lr n,kak' isria w;g msysá iajr iy 

;sria w;g msysá iajr f,i fjkfldg wNHdi lruq'

isria w;g msysá iajr' ;sria w;g msysá iajr'

ㅣ
[ i]

ㅡ
[ɨ]

ㅏ
[a]

ㅗ
[o]

ㅑ
[ ja]

+

    [ i ]       +       [a]

ㅛ
[ jo]

+

    [ i ]       +       [o]

ㅓ
[Λ]

ㅜ
[u]

ㅕ
[ jΛ]

+

    [ i ]       +       [ʌ]

ㅠ
[ ju]

+

    [ i ]       +       [u]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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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j; jrla wNHdi lr n,uqo@

(1)    ‘ㅏ’ WÉpdrKh lr n,kak' ‘ㅓ’ WÉpdrKh lr n,kak' ‘ㅏ’ iy T ‘ㅓ’ wlaIr j, f;df,a 

yevh flfia fjkia jkafkao@

  uqLh úYd, f,i újD; lr ‘ㅏ’ WÉpdrKh lr uqLh uola jid ‘ㅓ’ WÉpdrKh lr n,kak' uqLfha 

yevh ms<sn|j wjodkh fhduq lrñka ‘ㅏ’ iy ‘ㅓ’ wlaIr lsysmjrla WÉpdrKh lr n,kak'

ㅏ
[a]

ㅓ
[Λ]

(2)   ‘ㅜ’ wlaIrh WÉpdrKh lr n,kak' ‘ㅗ’ WÉpdrKh lr n,kak' ‘ㅜ’ iy ‘ㅗ’ WÉpdrKfha§ f;d,a 

j, yevh flfia fjkia jkafkao@ 

  ‘ㅜ’ wlaIrh WÉpdrKfha§ f;d,a bÈßhg rjqï lr" ‘ㅗ’ WÉpdrKfha§ f;d,a j, yevh rjqï 

wdldrhg uola újD; lr WÉpdrKh l< hq;=hs' f;d,a j, yevh ms<sn|j wjOdkh fhduq 

lrñka ‘ㅜ’ iy ‘ㅗ’ wlaIr lsysmjrla WÉpdrKh lrkak'

ㅜ
[u]

ㅗ
[o]

(3)      ‘ㅣ’ wlaIrh WÉpdrKh lr n,kak' ‘ㅡ’ wlaIrh WÉpdrKh lr n,kak' ‘ㅣ’ iy ‘ㅡ’ wlaIrh 

WÉpdrKh lrk úg uqLfha yevh flfia fjkia jkafkao@ 

  ‘ㅣ’ WÉpdrKh lrk úg ‘ㅡ’ WÉpdrKh lrkjdg jvd Èj ;j;a bÈßhg meñfKA' ‘ㅡ’ 
WÉpdrKfha § Èj bÈßhg fkdoeïu o f;d,a rjqï fkdl< o uqLh úYd, f,i újD; fkdl< 

o .eg¿jla fkdue;' iajNdúl f,i jd;h msgjk wdldrhg muKla uqLh álla újD; lr 

WÉpdrKh lr n,kak' uqLfha yevh .ek wjOdkh fhduq lrñka ‘ㅣ’ iy ‘ㅡ’  WÉpdrKh lr 

n,kak'

ㅣ
[ i ]

ㅡ
[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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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ka mgka iajr follska ixfhdacs; jQ ixhqla; iajr wNHdi lr n,uqo@ isria 

w;g ,shkq ,nk iajr wlaIr w;ßka ‘ㅑ, ㅕ’ jeks flá ;sria f¾Ld folla we;s 

iajr iy ;sria iajr w;ßka ‘ㅛ, ㅠ’ jeks flá isria f¾Ld follska iukaú; iajr 

ixhqla; iajr fõ'

(1) ‘ㅑ’ wlaIrh WÉpdrKh lr n,kak' ‘ㅕ’ wlaIrh WÉpdrKh lr n,kak'

  ‘ㅑ’ wlaIrh WÉpdrKh lrk úg ‘ㅣ’ wlaIrh fláj o" ‘ㅏ’ wlaIrh §¾>j o Yío lrkak'  

‘ㅕ’ wlaIrh WÉpdrKh lsÍfï § ‘ㅣ’ wlaIr fláj o" ‘ㅓ’ wlaIrh §¾>j o Yío lrkak' fuúg 

iajr folu tl iudk m%udKhg WÉpdrKh l< hq;= w;r fjka fjka jq flá iajr f,i 

WÉpdrKh lsr’u fkdl< hq;=h'

ㅑ
[ ja]

+

  [ i ]       +     [a]

ㅕ
[ jʌ]

+

    [ i ]       +       [ʌ]

(2)    ‘ㅛ’ WÉpdrKh lr n,kak' ‘ㅠ’ WÉpdrKh lr n,kak'

  ‘ㅛ’ WÉpdrKfha ‘ㅣ’ fláfhka o" ‘ㅗ’ §¾>j o WÉpdrKh lrkak' ‘ㅠ’ WÉpdrKh lsÍfï § ‘ㅣ’ 

fláj o" ‘ㅜ’ §¾> f,i o Yío lrkak' fuúg iajr folu tl iudk m%udKhg WÉpdrKh 

l< hq;= w;r fjka fjka jq flá iajr f,i WÉpdrKh lsr’u fkdl< hq;=h'

ㅛ
[ jo]

+

       [ i ]       +    [o]

ㅠ
[ ju]

+

    [ i ]       +       [u]

2. iajr ,sùu

   tfia kï iajr flfia ,shkafka o@ isria w;g wlaIr ,sùfï § Wv isg my,g;a" ;sria w;g 

,sùfï § jï mi isg ol=Kq mig o ,sùu l< hq;=hs'

isria w;g ,shk iajr ;sria w;g ,shk iajr

ㅣ
[ i ]

ㅣ
(◯)

ㅣ
(X)

ㅡ
[ɨ]

ㅡ
(◯)

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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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akï" tlajrla ,shd n,uqo@ zysgf.k isák ñksidZ mdol lrf.k ks¾udKh 

jQ iajrfhys isria f¾Ldj §¾>j ,shd ;sria f¾Ld fláj  ,súh hq;=hs' zme;,s 

fmdf<djZ mdol lrf.k ks¾udKh jQ iajrfhys ;sria iajr j, ;sria f¾Ld 

§¾> f,i ,shd isria f¾Ld fláj o ,súh hq;=h' iajr j,g ijka foñka kej; 

mqkreÉpdrKh lrñka ,shkak'

iajr WÉpdrKh ,sùu

ㅣ [ i ] ㅣ

ㅏ [a] ㅏ

ㅑ [ ja] ㅑ

ㅓ [ʌ] ㅓ

ㅕ [ jʌ] ㅕ

ㅡ [ɨ] ㅡ

ㅗ [o] ㅗ

ㅛ [ jo] ㅛ

ㅜ [u] ㅜ

ㅠ [ ju] ㅠ

ish,a,u ,sõjdo@ fujr kej; jrla iajr j,g ijka foñka mqkreÉpdrKh 

lrkak'

①

①

②

②
①

①

②

①

③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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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Irhkays jHxck iy iajr wksjd¾fhkau tlg iïnkaO úh hq;=hs' tu ksid uq,a jHxck 

wlaIrhla fkdue;s jqjfyd;a Yíohla fkdue;s ‘ㅇ’ ^bhx& ,shkq ,nhs' isria iajrhla kï ‘ㅇ’ jï 

me;af;a ,shd ;sria iajrhla kï ‘ㅇ’ Wäka ,shhs'

ㅇ ㅏ [a]
ㅇ

[o]

ㅗ

ijka oS kej; mqkreÉpdrKh lrñka ,shd n,kak'

iajr WÉpdrKh ,sùu

ㅣ [ i ] 이 이 이

ㅏ [a] 아 아 아

ㅑ [ ja] 야 야 야

ㅓ [ʌ] 어 어 어

ㅕ [ jʌ] 여 여 여

ㅡ [ɨ] 으 으 으

ㅗ [o] 오 오 오

ㅛ [ jo] 요 요 요

ㅜ [u] 우 우 우

ㅠ [ ju] 유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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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1) 아  (2) 우  (3) 오  (4) 야  (5) 요  (6) 유   3. ☆

1.         my; iajr tl neÕska WÉpdrKh lr n,kak' ish,a, l<do@ tfia kï CD ;eáhg ijka § 

ksjerÈ f,i WÉpdrKh lf<a oehs mÍlaId lr n,kak' jerÈ iajr mfriaifuka kej; jrla 

wid mqkreÉpdrKh lrkak'

 (1) 아   어   오   우   으 (2) 오   아   어   우   이   

 (3) 야   여   요   유 (4) 요   야   여   유  

      

2.      ijkA § ksjerÈ ms<s;=r f;darkak'

 (1) 아   오 (2) 우   으 (3) 어   오   

 (4) 야   아 (5) 오   요 (6) 여   유 

      

3.          ijka § wlaIr ms<sfj,g hd lrkak' fudk jf.a mska;+rhla o fmfkkafka@

 

이•               •우

아•                       •여

으•

연습 wNHd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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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yd¢ka ijka § weiqkq foa fldßhdkq wlaIr j,ska ,shd n,kak' 

 

(1)

(2)

(3)

(4)

(5)

(6)

정답   (1) 이  (2) 오  (3) 아이  (4) 오이  (5) 우유  (6) 여우

ish,a, ,sõjdo@ bka wk;=rej WÉpdrKh lrñka ;j;a ;=ka jrla ,s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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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음 2  iajr 2 K-3

fu;eka isg fjk;a iajr bf.k .ksuqo@ CD ;eáhg ijka foñka kej; 

mqkreÉpdrKh lr n,kak'

ㅐ
[ε]

ㅏ  +  ㅣ ㅘ
[wa]

ㅗ  +  ㅏ ㅚ
[ø/we]

ㅗ  +  ㅣ

ㅔ
[e]

ㅓ  +  ㅣ ㅝ
[wʌ]

ㅜ  +  ㅓ ㅙ
[wε]

ㅗ  +  ㅐ

ㅒ
[ jε]

ㅑ  +  ㅣ ㅟ
[y/wi]

ㅜ  +  ㅣ ㅞ
[we]

ㅜ  +  ㅔ

ㅖ
[ je]

ㅕ  +  ㅣ ㅢ
[ɨi]

ㅡ  +  ㅣ

;sria w;g ,shkq ,nk iajr w;=ßka ‘ㅒ, ㅖ’ wdldrfha flá ;sria f¾Ld follska iukaú; iajr iy 

‘ㅘ, ㅝ’ wdldrfha ;sria iajr iy isria iajr iïnkaO ù we;s iajr ixhqla; iajr fõ'

kej; jrla ;j;a wNHdi lr n,uqo@

(1) ‘    ㅐ’ iy ‘ㅔ’ WÉpdrKh lrkak' tl jf.a fkao@

w;S;fha fuu iajr foflys WÉpdrKh tlsfklg fjkia f,i y÷kd.; yels jqjo" kQ;k 

hq.fha iajr wlaIr foflysu WÉpdrKh iudk f,i lrkq ,efí' iajr foflys WÉpdrK 

fjki y÷kd.ekSug wmyiq ;rïh' tfy;a tu WÉpdrK fjki y÷kd.; fkdyels hehs 

lkiai,a,g m;a fkdjkak' ukao" fuu ijr oaú;ajh fndfyda fldßhdkq cd;slhkago yß yeá 

WÉpdrKh l< fkdyels neúks'

ㅐ
[ε]

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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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ㅒ’ iy ‘ㅖ’ WÉpdrKh lr n,kak'

iajr oaú;ajfhys isria w;g ,shk iajrhg flá f¾Ld folla tl;= ù ixhqla; iajr iEoS ;sfí' 

fuu iajr oaú;ajfhysu WÉpdrKh iudk fõ' iajr oaú;jfhys WÉpdrKh fjka lr y÷kd 

.ekSu wmyiqh' tfy;a fjka lr y÷kd .kakg fkdyels hehs is;d miq;eú,s fkdjkak' fuh 

by; ‘ㅐ’ iy ‘ㅔ’ wdldrhgu fndfyda fldßhdkqjkag o fjka fldg y÷kd.ekSu wmyiq neúks'

ㅒ
[ jε]

ㅖ
[ je]

(3)   ‘ㅚ’ iy ‘ㅙ, ㅞ’ WÉpdrKh lr n,kak' fuu iajr ;%s;ajfhysu WÉpdrKh iudk fõ' iajr 

;%s;ajhu isria w;g ,shk iajr yd ;sria w;g ,shk iajr tlg tla jQ ixhqla; iajr fõ'

ㅚ
[we]

ㅙ
[wε]

ㅞ
[we]

(4)   ‘ㅘ’ WÉpdrKh lr n,kak' ‘ㅝ’ WÉpdrKh lr n,kak' kej; tlska tl WÉpdrKh lr 

n,kak' fuu iajr folu ;sria iajr iy isria iajr tlg tla jQ ixhqla; iajr fõ'

ㅘ
[wa]

ㅝ
[wʌ]

(5)   ‘ㅟ’ iy ‘ㅚ’ tlska tl WÉpdrKh lr n,kak' iajr oaú;ajhu ;sria w;g ,shk iajr iy isria 

w;g ,shk iajr tlg tla jQ ixhqla; iajr fõ'

ㅟ
[y/wi]

ㅚ
[ø/we]

(6)   ‘ㅢ’ kej; jrla lshjd n,kak' ‘ㅡ’ fláfhka y`v kxjkjd;a iu. blauKska ‘ㅣ’Yío k.d 

lshjd n,kak' iajr oaú;ajhu ;sria iy ;sria iajr j,ska tlg ieÿï ,;a ixhqla; iajr fõ'

ㅢ
[ɨ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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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a kï tla jrla ,shd n,uqo@ CD ;eáhg ijka fok .uka kej; y`vk.d 

mqkqreÉpdrKh lrñka ,shkak'

iajr wkqms<sfj, ,sùu

ㅐ [ε] ㅐ

ㅔ [e] ㅔ

ㅒ [jε] ㅒ

ㅖ [je] ㅖ

ㅘ [wa] ㅘ

ㅝ [wʌ] ㅝ

ㅟ [y/wi] ㅟ

ㅚ[ø/we] ㅚ

ㅙ [wε] ㅙ

ㅞ [we] ㅞ

ㅢ [ɨi] ㅢ

ish,a, ,sõjdo@ fujr kej; tlajrla iajr j,g ijka § kej; mqkqreÉpdrKh 

lrkak'

①

②

③

①

②③

④

①

②③

④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⑤
④

① ③

②

① ④ 

③

②

①
②③

①
②

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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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wdldrhg ,shkak tmd' Tnf.a wjOdkh fhduq lrkak'

ㅘ (◯)

 (X)

ㅝ (◯)

 (X)

ㅟ (◯)

 (X)

ㅞ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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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Ir ,sùfï § jHxck yd iajr wksj¾fhkau tlg meñKsh hq;=h' tneúka m<uqj jHxckhla 

fkdfhfoa kï Yíohla fkdue; ‘ㅇ’ ,shhs' isria w;g ,shk iajr i|yd ‘ㅇ’ jïmiska o ,shk w;r" 

;sria w;g ,shk iajr j,g ‘ㅇ’ by,ska ,shhs'

ijka § kej; lshjñka ‘ㅇ’ iuÕ ixhqla; iajr ,shd n,kak'

iajr WÉpdrKh ,sùu

ㅐ [ɛ] 애 애 애

ㅔ [e] 에 에 에

ㅒ [ jɛ] 얘 얘 얘

ㅖ [ je] 예 예 예

ㅘ [wa] 와 와 와

ㅝ [wʌ] 워 워 워

ㅟ [y/wi] 위 위 위

ㅚ [ø/we] 외 외 외

ㅙ [wɛ] 왜 왜 왜

ㅞ [we] 웨 웨 웨

ㅢ [ɨi] 의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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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iajr tl ne.ska WÉpdrKh lr n,kak' ish,a, WÉpdrKh l<d o@ tfykï" CD ;eáhg 

ijka § ksjerÈ f,i WÉpdrKh l< tajdg ‘ㅇ’ ,l=K oukak' jerÿk WÉpdrKh ms<sn|j wjOdkh 

fhduq lrñka kej; jrla ijka È kej; mqkreÉpdrKh lr n,kak'

 (1) 애   예   와   워 (2) 위   의   와   웨   

 (3) 워   에   예   의 (4) 왜   와   에   예

      

2.  fyd|ska ijka § ksjerÈ tajd f;darkak'

 (1) 애    예 (2) 웨    워  

 (3) 위    의 (4) 와    왜 

      

3.    fyd|ska ijka § wkqms<sfj,g wlaIr hd lrkak'

  
 아이                                                               얘

와                              위

     여우                             에                             의

  

왜                                 오이                                 우유

연습 wNHdi

정답   2. (1) 애  (2) 웨  (3) 위  (4) 와   3. ☆ (위 → 여우 → 에 → 의 → 와 → 오이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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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ï mska;+r j,ska oelafjkafka l=ula o@ fyd¢ka wid weiq foa fldßhdkq NdIdfjka ,shd n,kak'

(1)

(2)

(3)

(4)

(5)

(6)

  

정답    (1) 예  (2) 와  (3) 왜  (4) 와요  (5) 위에  (6) 외워요

ish,a,u ,sõjdo@ bka wk;=rej WÉpdrKh lrñka ;=kajrla ;j ,sh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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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음 1  jHxck 1

fldßhdkq NdIdfõ jHxck 19 la we;' jHxck wlaIr WÉpdrK bkaøsfha yevhg 

wkqj ks¾udKh lr we;' ‘ㄱ’ wlaIrh Èjuq, W.=re l=yrh wjysr lrk yevh .kakd 

w;r" ‘ㄴ’ wlaIrh Èj" Wv ;,af,a je§fïo’ ks¾udKh jk yevh .kshs' ‘ㅁ’ wlaIrh 

f;df,a yevh wkqj ielei’ we;s w;r ‘ㅅ’ wlaIrh o;a j, yevhg;a" ‘ㅇ’ tlS 

WÉpdrKh"  WÕ=re l=yrfha yevhg wkqj ks¾udKh ù we;'

tfykï" ó<Õg jHxck bf.k .ksuqo@ CD ;eáhg ijka fok w;r ms<sfj,ska 

kej; mqkreÉpdrKh lrkak'

자음 1 jHxck 1

ㄱ
[k/g]

ㄴ
[n]

ㄷ
[t/d]

ㄹ
[r/l]

ㅁ
[m]

ㅂ
[p/b]

ㅅ
[s/ʃ]

ㅇ
[ŋ]

ㅈ
[ʧ/ʤ]

ㅎ
[h]

K-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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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a,u l<do@ fujr kej; jrla ijka foñka jHxck ,shd n,kak'

jHxck wkqms<sfj, ,sùu

ㄱ[k/g] ㄱ

ㄴ[n] ㄴ

ㄷ[t/d] ㄷ

ㄹ[r/l] ㄹ

ㅁ[m] ㅁ

ㅂ[p/b] ㅂ

ㅅ[s/ʃ] ㅅ

ㅇ[ŋ] ㅇ

ㅈ[ʧ/ʤ] ㅈ

ㅎ[h] ㅎ

①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①

②

②
①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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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a,u ,sõjdo@ fujr kej; jrl jHxck j,g ijka § Yío k.d lshjkak'

‘ㅇ’ m<uq jHxckh f,i fhfok úg y`vla ksIamdokh fkdjk w;r wjidk jHxckh f,i fhfok 

úg muKla [ŋ] Yíoh kef.a' fldßhdkq NdIdfõ jHxck wksjd¾hfhka iajr iuÕ tlg ,shhs' 

jHxck isria w;g ,shkq ,nk iajr iuÕ ,shk úg jï miska ,shk w;r ;sria w;g ,shkq ,nk 

iajr iuÕ ,shk úg by<ska ,shhs'

ㄴ ㅏ
ㄴ

ㅗ

tfykï ijkaoS kej; y`v k.d mjiñka jHxck" iajr tlg ,shd n,uqo@

(1) ㄱ +

ㅏ

→ 가 (6) ㅂ +

ㅗ

→ 보

(2) ㄴ + → (7) ㅅ + →

(3) ㄷ + → (8) ㅇ + →

(4) ㄹ + → (9) ㅈ + →

(5) ㅁ + → (10) 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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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r jHxck yd iajr tlg tl;= lr ,shd n,uq' jHxck" isria w;g ,shk 

iajrfha jïmiska ,shd ;sria iajr j, by<ska ,shhs' fyd¢ka n,d ,shd n,uq'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고

ㄴ 냐

ㄷ 더

ㄹ 려

ㅁ 모

ㅂ

ㅅ

ㅇ

ㅈ

ㅎ

ijka oS kej; y`v k.d Yío lruqo@ flá iajr iy jHxck tl;= jQ tajd 

muKla WÉpdrKh lr n,kak' uq,skau ;sria f¾Ldfõ we;s iajr kej; jrla 

lshjd n,kak' fyd¢ka ijka ÿkakdo@ 

fï mdr isria f,i lshjd n,kak' 

‘ㄱ’ wlaIrh isria iajr iuÕ tlg ,shk úg iy ;sria iajr iuÕ tlg ,shk úg wlaIr j, yevh 

fjkia fõ' wjOdkh fhduq lrñka ,shkak'

jHxck

ia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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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jpk tlska tl WÉpdrKh lr n,kak' ish,a,u l<do@ tfykï CD ;eáhg ijka § 

ksjerÈ f,i WÉpdrKh lf<a kï ㅇ fhdokak' jerÈ WÉpdrKh ms<sn|j wjOdkh fhduq 

lrñka kej; jrla ijka § y`vk.d lshjkak'

 (1) 가  다  마  사 (2) 바  나  라  자 (3) 후  주  수  부 (4) 로  도  노  고

 (5) 너  러  저  허 (6) 규  류  슈  쥬 (7) 드  므  브  스 (8) 기  리  지  히

2. ijka § ksjerÈ ms<s;=r f;darkak'

 (1) 노래   모래 (2) 가수  다수 (3) 사요  자요        

 (4) 고리   도리 (5) 머리  허리 (6) 비누  부누

3. my; jpk j,g ijka § kej; jrla y`v k.d lshjkak'

 (1) 가수     (2) 아기     (3) 네모 

   .dhlhd   <uhd    fldgqj

 (4) 다리  (5) 소리    (6) 모자 

   ll=,   Yíoh     f;dmamsh

 (7) 아버지  (8) 사자    (9) 새우 

   ;d;a;d  isxyhd     biaid

연습 wNHd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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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ujr ijka § ,shd n,kak'

(1)   (2)

(3)   (4)

(5)   (6)

ish,a,u ,sõjdo@ kej; jrla ijka § n,kak'

fujr ijka § kej; jrla y`v k.d lshjkak' ;=kajrla kej; kej; y`v k.d 

lshjkak'

정답     1. (1) 마  (2) 자  (3) 부  (4) 도  (5) 너  (6) 류 (7) 스 (8) 히

 2. (1) 노래  (2) 가수  (3) 자요  (4) 고리  (5) 허리  (6) 비누

 4. (1) 고기  (2) 나무  (3) 도로  (4) 모자  (5) 버스  (6)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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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음 2  jHxck 2

‘ㅋ" ㅌ" ㅍ" ㅊ’ hkd§ wlaIr ‘ㄱ" ㄷ" ㅂ" ㅈ’ j,g ;j;a tla f¾Ldjlaa tla ùfuka 

ks¾udKh ù we;' ‘ㄱ" ㄷ" ㅂ" ㅈ’ wlaIrj,g ;j;a tla f¾Ldjla tl;=ùfuka iEfok 

‘ㅋ" ㅌ" ㅍ" ㅊ’ wlaIr" jvd Yla;su;a jk w;r uqLh ;=<ska jd;h  fndfyda msgjk 

Yío fõ' uqLh ;=< ;sfnk jd;h b;d fõ.fhka iy mSvkfhka msg;g fhduq lr 

WÉpdrKh l< hq;=h' CD ;eáhg ijka foñka ms<sfj<g Yío k.d kej; mjikak'

ㄱ
[k/g]

→

ㅋ
[kh]

ㄷ
[t/d]

ㅌ
[th]

ㅂ
[p/b]

ㅍ
[ph]

ㅈ
[ʧ/ʤ]

ㅊ
[tʃh]

kej; jrla wNHdi lr n,uqo@

(1) ‘ㄱ’ iy ‘ㅋ’ tlska tl kej; y`v k.d lshkak'

(2) ‘ㄷ’ iy ‘ㅌ’ tlska tl kej; y`v k.d lshkak'

(3) ‘ㅂ’ iy ‘ㅍ’ tlska tl kej; y`v k.d lshkak'

(4) ‘ㅈ’ iy ‘ㅊ’ tlska tl kej; y`v k.d lshkak'

uqLfhka jd;h msgùfï fjki oefkkjdo@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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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ykï" fujr kej; jrla wyk .uka jHxck ,shd n,kak'

jHxck wkqms<sfj, ,sùu

ㅋ [kh] ㅋ

ㅌ [th] ㅌ

ㅍ [ph] ㅍ

ㅊ [tʃh] ㅊ

ish,a,u ,sõjdo@ fujr kej; jrla wyk .uka jHxck ,shd n,kak'

tfykï uym%dK jHxckj,g iajr tlafldg wlaIr youqo@ kej; jrla ijka oS 

mqkreÉpdrKh lrñka jHxck iy iajr ,shd n,uqo@ 

(1) ㅋ +

ㅏ

→ 카 (5) ㅋ +

ㅗ

→ 코

(2) ㅌ + → (6) ㅌ + →

(3) ㅍ + → (7) ㅍ + →

(4) ㅊ + → (8) ㅊ + →

①

①

①

①

②

③

③

④

②

③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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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r iajr iuÕ tlg ,shd n,kak' jHxck isria w;g ,shk iajr j, jïmiska 

,shd ;sria w;g ,shk iajr j,g by<ska ,shk nj mejiqjd u;lo@ fyd¢ka 

ksßlaIKh lrñka ,shd n,uq'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ㅋ 카 코 키

ㅌ 터 태

ㅍ 포 피

ㅊ 추

ish,a, l,do@ kej; jrla ijka foñka mqkreÉpdrKh lr n,kak' uq,skau ;sria 

w;g ,shk iajr kej; mqkreÉpdrKh lrñka lshjd n,kak' fyd¢ka weiqjdo@ 

fujr isria w;g lshjd n,kak'

1.   my; jpk tlska tl WÉpdrKh lr n,kak' ish,a,u l<do@ tfykï CD ;eáhg ijka 

foñka ksjerÈj WÉpdrKh lf<a kï ㅇ ,l=K fhdokak' jerÈ WÉpdrKh ms<sn|j wjOdkh 

fhduq lrñka kej; jrla ijka foñka WÉpdrKh lr n,kak'

 (1) 차  카  타  파 (2) 초  코  토  포 (3) 쿠  투  푸  추 (4) 티  치  키  피

2.  ijka foñka ksjerÈ ms<s;=r f;darkak'

 (1) 보도   포도 (2) 기자   기차  (3) 고     코

 (4) 타요   다요 (5) 치마   지마  (6) 스키  수키

연습 wNHdih

jHxck

ia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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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ó<Õ jpk j,g ijka foñka mqkreÉpdrKh lrkak'

 (1) 치마  (2) 코   (3) 타조 

  idh  kdih  meianrd

 (4) 포도  (5) 카메라  (6) 스키 

  ñÈ  leurdj  ialS l%Svdj

 (7) 커피  (8) 기차  (9) 피아노 

  fldams  fldaÉÑh  mshdfkdaj

4.   fujr ijka foñka ,shd n,kak' 

(1)   (2) 

(3)   (4)

(5)   (6)

ish,a,u ,sõjdo@ ;j;a tlajrla wid n,kak'

fujr ijka foñka mqkreÉpdrKh lrkak' ;=kajrla mqkreÉpdrKh lrkak'

정답  1. (1) 차  (2) 코  (3) 푸  (4) 티

 2. (1) 포도  (2) 기차  (3) 코  (4) 타요  (5) 치마  (6) 스키

 4. (1) 치즈  (2) 커피  (3) 기타  (4) 포크  (5) 고추  (6)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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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음 3  jHxck 3

‘ㄱ, ㄷ, ㅂ, ㅅ, ㅈ’ wlaIr fomdrla ,sùfuka f¾Ldjla tl;= ù ‘ㄲ, ㄸ, ㅃ, ㅆ, ㅉ’ jHxck 

iE§ we;' ‘ㄲ, ㄸ, ㅃ, ㅆ, ㅉ’ wlaIr W.=rg n,h § iajr ;ka;= WÉpdrKh l< hq;=h' 

CD ;eáhg ijka foñka wkqms<sfj,ska kej; mqkreÉpdrKh lrkak'

ㄱ
[k/g]

→

ㄲ
[k΄] 

ㄷ
[t/d]

ㄸ
[t΄]

ㅂ
[p/b]

ㅃ
[p΄]

ㅅ
[s]

ㅆ
[s΄]

ㅈ
[ʧ/ʤ]

ㅉ
[ʧ΄]

ish,a, l<do@ tfykï uQ,l jHxck ‘ㄱ, ㄷ, ㅂ, ㅅ, ㅈ’ iy uym%dK jHxck ‘ㅋ, ㅌ, ㅍ, ㅊ’ oaú;j 

jHxck ‘ㄲ, ㄸ, ㅃ, ㅆ, ㅉ’ fjka fjka jYfhka WÉpdrKh lr n,kak' ‘ㄲ, ㄸ, ㅃ, ㅆ, ㅉ’ n,h § 

WÉpdrKh l< hq;=hs'

tla tla jHxckh WÉpdrKh lrk úg uqLh foig w,a, <x lr jd;fha n,h 

fld;rï oehs msßlaid n,kak'

(1) ‘ㅋ’ iy ‘ㄱ’, ‘ㄲ’ wkqms<sfj,ska mqkreÉpdrKh lrkak'

(2) ‘ㅌ’ iy ‘ㄷ’, ‘ㄸ’ wkqms<sfj,ska mqkreÉpdrKh lrkak'

(3) ‘ㅍ’ iy ‘ㅂ’, ‘ㅃ’ wkqms<sfj,ska mqkreÉpdrKh lrkak'

(4) ‘ㅅ’ iy ‘ㅆ’ wkqms<sfj,ska mqkreÉpdrKh lrkak'

(5) ‘ㅊ’ iy ‘ㅈ’, ‘ㅉ’ wkqms<sfj,ska mqkreÉpdrKh lrkak'

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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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ykï kej; jrla ijka foñka jHxck ,shd n,kak'

jHxck wkqms<sfj, ,sùu

ㄲ [k´] ㄲ

ㄸ [t´] ㄸ

ㅃ [p´] ㅃ

ㅆ [s´] ㅆ

ㅉ [ʧ´] ㅉ

ish,a,u l<do@ fujr kej; jrla jHxck j,g ijka § mqkreÉpdrKh lrkak'

tfiakï ijka § mqkreÉpdrKh lrñka jHxck iy iajr tlg ,shd n,uqo@

(1) ㄲ +

ㅏ

→ 까 (6) ㄲ +

ㅗ

→ 꼬

(2) ㄸ + → (7) ㄸ + →

(3) ㅃ + → (8) ㅃ + →

(4) ㅆ + → (9) ㅆ + →

(5) ㅉ + → (10) ㅉ + →

① ②

①③

④
②

①
③ ⑦

⑧
④⑤⑥

②

①
③

④②

①③

④②

48  02 한글 익히기Ⅱ 02 fldßhdkq fydaäh bf.k .ekSu ¸¸   49



fujr iajr iuÕ uqiqfldg ,shd n,kak'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ㄲ 까 께

ㄸ 떠 때

ㅃ 뽀 삐

ㅆ 써 쓰

ㅉ 쭈 째

ish,a,u l<do@ kej; jrla ijka § mqkreÉpdrKh lrkak' uq,skau ;sria w;g 

,shk iajr mqkreÉpdrKh lrñka lshjd n,kak' 

fydoska  ijka ÿkakdo@ fujr isria w;g ,shk iajr lshjd n,kak'

1.      my; jpk tlska tl WÉpdrK lr n,kak' ish,a, l<do@ tfia kï CD ;eáhg ijka § ksjerÈ 

f,i WÉpdrKh lf<a kï ‘ㅇ’ i<l=K  fhdokak" jerÈ WÉpdrKh ms<sn|j wjOdkh fhduq 

lrñka kej; jrla ijka foñka WÉpdrKh lr n,kak'

 (1) 까 따 빠 싸 짜 (2) 꼬 또 뽀 쏘 쪼 (3) 꾸 뚜 뿌 쑤 쭈 (4) 끼 띠 삐 씨 찌

2.   ijka § ksjerÈ tajd f;darkak'

 (1) 가요 까요 (2) 차요 짜요 (3) 커요 꺼요

 (4) 사요 싸요 (5) 부리 뿌리 (6) 아파요 바빠요

연습 wNHdih 

jHxck

ia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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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y; jpk j,g ijka § mqkreÉpdrKh lrkak'

  (1) 까치  (2) 어깨   (3) 귀뚜라미 

          fmd,alsÉpd    Wrysi  m<.eáhd

      

  (4) 뿌리  (5) 아저씨  (6) 찌개 

  uq,a      udud  iqma jeks wdydrhls

    

4.   fujr ijka § ,shd n,kak'

(1)   (2) 

(3)   (4)

(5)   (6)

ish,a,u ,sõjdo@ kej; jrla ijka foñka mqkreÉpdrKh lrkak'

정답     1. (1) 까  (2) 뽀  (3) 쑤  (4) 찌

 2. (1) 가요  (2) 짜요  (3) 커요  (4) 싸요  (5) 뿌리  (6) 아파요

 4. (1) 꼬리  (2) 토끼  (3) 짜다  (4) 뿌리  (5) 어깨  (6)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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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받침   y,a lsÍï

isxy, NdIdfjys wlaIrhla y,a lsÍfïoS jHxck wlaIrhg by<ska y,a lsÍfï i,l=K 

fhdok w;r fldßhdkq NdIdfjys 공" 밥 wdldrhg iajrhg my<ska  ,shkq ,nhs'

공  밥

y,alsÍï jHxckhla iu. iïnkaO jk w;r jHxck 19 la w;ßka ‘ㄸ, ㅃ, ㅉ’ y,alsÍï f,i fkd 

fhfoa' y,a lsÍï ‘ㄱ, ㄴ, ㄷ, ㄹ, ㅁ, ㅂ, ㅇ’ hkdo’ y`vj,a y;lska muKla iukaú; fõ'

wlaIr
jd.a úoHd;aul 

WÉpdrKh 
iQodkï ùu 

ㄴ [n] 안: [안]

ㅁ [m] 암: [암]

ㅇ [ŋ] 앙: [앙]

ㄹ [l] 알: [알]

ㅂ, ㅍ [p] 압, 앞: [압]

ㄱ, ㄲ, ㅋ [k] 악, 앆, 앜: [악]

ㄷ, ㅌ, ㅅ, ㅆ, ㅈ, ㅊ, ㅎ [t] 앋, 앝, 앗, 았, 앚, 앛, 앟: [앋]

tfiakï" y,alsÍï fhdod WÉpdrK wNHdi lruqo@ fyd¢ka ijka § mqkreÉpdrKh 

lrkak'

나
[na]

마
[ma]

X 라
[ra]

바
[pa]

가
[ka]

다
[ta]

은
[ɨn]

음
[ɨm]

응
[ɨŋ]

을
[ɨl]

읍
[ɨp]

윽
[ɨk] [ɨt]

y,a lsÍ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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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dfyduo@ wudrehso@

‘밥’ lshk jpkh msßlaid n,uqo@ uq,skau fhfok ‘ㅂ’" ‘브’ WÉpdrKhg wdikak jk w;r fmky¨j, 

isg kef.k yqiau msg lrñka WÉpdrKh lrk Yíohls' tfy;a y,a lsÍï f,i fhdok ‘ㅂ’ wlaIrh ‘읍’ 
WÉpdrKhg  wdikak jk w;r jd;h uqLfhka msg;g fkdhk fia  yqiau ;o lr .ksñka WÉpdrKh 

lrhs' tlu jHxck wlaIrh jqj o fhfok ia:dkh wkqj Yíoh fjkia fõ'

ish,a,u ,sõjdo@ kej; jrla ijka foñka mqkreÉpdrKh lrkak'

C V
C

ㅇ ㅣ 아
ㅂ ㄴ

아 + ㄴ 안

야 + ㅁ 얌

어 + ㅇ 엉

여 + ㅂ 엽

이 + ㄱ 익

ish,q wNHdihka fyd¢ka l<do@ tfiakï CD ;eáhg ijka § wkqms<sfj,ska Yío 

k.d WÉpdrKh lr n,kak'

tfykï fujr" m%drïNl ia:dkfha jHxck fkdfhfok" isria w;g ,shk iajr 

iuÕ tlg ie§ ;sfnk wlaIrdKq háka y,alsÍï ,shd n,kak'

C
V
C

요 우
ㅇ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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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ㄱ 옥

요 + ㅁ 욤

우 + ㅇ 웅

유 + ㄴ 윤

으 + ㅂ 읍

ish,q wNHdi l<do@ fujr;a CD ;eeáhg ijka § ms<sfj<ska Yío k.d WÉpdrKh 

lr n,kak'

fujr m%drïNl ia:dkfha fhfok jHxck iy isria w;g ,shk iajr tlg tla jQ 

wlaIrdKq háka y,alsÍï fhdod wNHdi lr n,kak'

cv
c

ㅅㅏ ㅈㅣ
 ㄴ  ㅂ

ㅅ + ㅏ + ㄴ 산

ㅈ + ㅣ + ㅂ 집

ㅂ + ㅏ + ㅁ 밤

ㄴ + ㅓ + ㅁ 넘

ㄱ + ㅕ + ㅇ 경

fujr m%drïNl ia:dkfha fhfok jHxck iy ;sria w;g ,shk iajr tlg tla jQ 

wlaIrdKq háka y,alsÍï fhdod wNHdi lr n,kak'

C
V
C

ㄱ ㅁ
ㅗ ㅜ
ㅁ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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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fldßhdkq fydaäh bf.k .ekSu ¸¸

ㄱ + ㅗ + ㅁ 곰

ㅁ + ㅜ + ㄹ 물

ㄱ + ㅜ + ㄱ 국

ㅈ + ㅡ + ㅂ 즙

ㅂ + ㅗ + ㄴ 본

ish,a, l<do@ CD ;eáhg ijka § wkqms<sfj,ska Yío k.d WÉpdrKh lr n,kak

y,alsÍï f,i jHxck folla fhfok wjia:d ;sfí' kuq;a" tu Yío oaú;ajh w;ßka tlla muKla 

WÉpdrKh lrhs' 

값
[kap]

 

tfia kï my; jpk WÉpdrKh lr n,uqo@ CD ;eáhg ijka foñka 

wkqms<sfj,ska mqkreÉpdrKh lrkak'

여덟
[yʌdʌl]

닭
[tak]

몫
[mok]

삶다
[samt′a]

앉다
[ant′a]

넓다
[nʌlt′a]

맑다
[makt'a]

젊다
[ʧʌmt'a]

fldfyduo@ wudrehso@ kej; tlajrla WÉpdrKh .ek wjOdkh fhduq lrñka 

kej; mqkreÉpdrKh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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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yd|ska ijka oS ksjerÈ ms<s;=r f;darkak'

  (1) 곰     공 (2) 달    답  (3) 목     몸

  (4) 방     발 (5) 삼    산  (6) 일     입

2. my; tajdg ijka § mqkreÉpdrKh lrkak'

  (1) 눈      산       편지 (2)  밤      마음      몸무게

  (3) 공      양      강아지 (4)  달 딸 일 

  (5) 집      잎      수업  (6)  국 밖 부엌

  (7) 옷      낮         꽃  (8)  책 붓 아홉 

3. my; tajdg ijka § y~ kef.k jHxckhg ‘ㅇ’ ,l=K fhdokak'

  (1)                  

(ㄹ, ㄱ)

 (2)                  

(ㄱ, ㅅ)

 (3)                   

(ㅂ, ㅅ)

 

 (4)                  

(ㄴ, ㅈ)

 (5)                  

(ㄹ, ㅁ)

 (6)                   

(ㄹ, ㅂ)

  

4. fyd¢ka wid ijka ÿka foa fldßhka niska ,shd n,kak' 

연습 wNHdih 

닭

앉다

몫

삶

값

넓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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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익히기 II
fldßhdkq fydaäh bf.k .ekSu ¸¸

(5)

(6)

(7)

(8)

(9)

(10)

(11)

(12)

(13)

(14)

정답     1. (1) 곰  (2) 달  (3) 목  (4) 방  (5) 산  (6) 입    

3. (1) ㄱ  (2) ㄱ  (3) ㅂ  (4) ㄴ  (5) ㅁ  (6) ㄹ 

4. (1) 옷  (2) 양  (3) 집  (4) 입  (5) 일  (6) 잎  (7) 책  (8) 밖  (9) 구름  (10) 산  (11) 꽃  (12) 별  (13) 말  (14) 삼

ish,a,u ,sõjdo@ bka wk;=rej WÉpdrKh lrñka f;jrla kej; ,sh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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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어 읽기   tl È.g lshùu

y,a lsÍug miqj iajrhla meñKshfyd;a y,a lsÍug msgqmi wlaIrfhys m<uq y~g iïnkaO 

lr WÉpdrKh lrhs'

밥 을     → 밥 을

먹 어 요 → 먹 어 요

 [바블]

 [머거요]

CD ;eáhg ijka § mqkreÉpdrKh lrkak' y,alsÍug jHxck folla ;sfí kï 

m<uq jHxckh bÈßfhka ;sfnk wCIrdKqfõ y,a lsÍu f,i WÉpdrKh lrk w;r 

fojk jHxckh miqj fhfok wCIrdKqfõ m<uq y~g iïnkaO lr WÉpdrKh 

lrhs' y,alsÍu f,i ‘ㄹ’ fhfoa kï miqj fhfok wCIrdKqfõ m<uq y~g 

iïnkaO lr [r] f,i WÉpdrKh lrkq ,efí'

음악[으막] 한국어[한구거] 할아버지[하라버지]

집에[지베] 꽃이[꼬치] 이름이[이르미]

걸어요[거러요] 앉아요[안자요] 읽어요[일거요]

kej; jrla ;ksju lshjd n,kak' ijka foñka kej; msßlaid n,kak'

1. my; oelafjk jpk lshjkak'

 (1) 물이 (2) 문을   (3) 앞에

 (4) 닫아요 (5) 싶어요  (6) 있어요

 (7) 깎아요 (8) 읽어요  (9) 앉아요

2. my; jdlH lshjkak'

 (1) 창문을 닫으세요.  (2) 사진을 찍었어요. 

 (3) 책에 이름을 쓰세요. (4) 물을 마시고 싶어요.  

 (5)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연습 wNHdih 

K-8

58  02 한글 익히기Ⅱ 02 fldßhdkq fydaäh bf.k .ekSu ¸¸   59



한글 익히기 II
fldßhdkq fydaäh bf.k .ekSu ¸¸

wCIrdKq ,shd wNHdi lrkak' 

ㅏ ㅣ ㅜ ㅔ ㅗ ㅐ ㅓ ㅡ

ㄱ 가

ㄴ 니

ㄷ 두

ㄹ 레

ㅁ 모

ㅂ 배

ㅅ 서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jHxck

ia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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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한국어
mka;s ldurfha fldßhka NdIdj

mka;s ldurfha ljqo bkafka@ mka;s ldurfha olskak ;sfhk foaj,a fudkjdo@

선생님
.=re;=ud 

반 친구
mka;sfha hd¨jd 

학생
YsIHhd 

칠판
l¨ ,E,a,$jhsÜ fndaâ 

연필
mekai, 

지우개
ulkh 

볼펜
mEk 

필통
mekai,a fmÜáh 

책상
fmd;a fïih

책
fmd;

의자
mqgqj 

공책
wNHdi fmd; 

시계
Trf,daiqj 

창문
cfka,h 

달력
Èk o¾Ykh 

문
fodr

Track 18

fuu fldgiska mka;s ldurfha ;sfnk NdKav" mka;s ldurfha ks;r Ndú;d jk 

fhÿï iy jpk wdÈh ms<sn| wOHhkh lrh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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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한국어
mka;s ldurfha fldßhka NdIdj

Track 19

.=re;=ud mka;s ldurfha ks;r Ndú;d lrk jpk fudkjdo@ mka;s ldurfha ks;r 

Ndú;d jk fhÿï fudkjdo fidhd n,kak' 

책을 펴세요.
fmd; È. wßkak'

책을 덮으세요.
fmd; jykak'

보세요.
n,kak' 

들으세요.
ijka fokak'

따라하세요.
ud lshjQ miq lshjkak'

읽으세요.
lshjkak'

알겠어요?
f;afrkjo@ 

질문 있어요?
m%Yak ;sfhkjo@ 

네, 알겠습니다.
Tõ" f;afrkjd' 

네, 질문 있습니다.
Tõ" m%Yak ;sfhkjd'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keye" f;afrkafka keye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keye" m%Yak keye'

쓰세요.
,shkak'

대답하세요.
ms<s;=re fokak'

이야기하세요.
l:d lrkak' 

안녕하세요.
저는 수루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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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u fldgiska úúO wjia:djkayS§ Ndú;d jk fldßhdkq NdIdfõ wdpdr úê ms<sn| 

úia;rd;aulj oek .ksuq'

uq,a jrg yuqjk mqoa.,hka i|yd wdpdr lrkafka fldfyduo lsh,d úuid n,uqo@

안녕하세요.
wdhqfndajka'

안녕하세요.
wdhqfndajka'

만나서 반갑습니다.
yuqùu i;=gla'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Tõ" yuqùu i;=gla'

안녕하세요
wdhqfndajka 

Track 2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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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dhqfndajka 

iuq.kakd úg§ wdpdr lrkafka fldfyduo lsh,d úuid n,uqo@

안녕히 계세요.
fydÈka bkak'

안녕히 가세요.
fydÈka hkak'

hï flfkl=g ia;+;s lrk úg§ iy iudj wheo isák úg l=uk fhÿï Ndú;d 

lrkafka oehs úuid n,uq'

감사합니다.
ia;+;shs'

죄송합니다.
iudfjkak'

아니에요.
iq¨ fohla^ia;+;s lrkak 

;rï fohla fkfuhs&'

괜찮아요.
lula k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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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u mdvfuka fldßhdfõ úúO wdpdr úê bf.k .ksuq' 4 jk mdvfuka bf.k .;a 

wdpdr úê j,g wu;rj úúO wjia:d j,oS Ndú;d lrk wdpdr úê bf.k f.k n,uq'

Wfoag ke.sák úg iy ksod.kak hk wjia:dfõ§ wdpdr lrkafka fldfyduo 

lsh,d úuid n,uq'

주말 잘 보내세요
i;s wka;h fydÈka .; lrkak

안녕히 주무세요.
fyd¢ka ksod.kak 

^iqn rd;%shla&' 

안녕히 주무셨어요?
fyd¢ka ksod.;a;o@ 
^iqn WoEikla&

잘 자요.
fyd¢ka ksod.kak'

잘 먹겠습니다.
fydog lkakï 

^lEu fokjg ia;+;shs&' 

많이 드세요.
f.dvla lkak 

^f.!rjfhka m%ldY lsÍu&'

네, 잘 잤어요?
Tõ" fyd¢ka ksod.;a;o@ 
^iqn WoEikla&  

잘 먹었습니다.
fyd¢ka lEjd' 

네.
Tõ ^lD;fõÈj&'

Track 21

05

 wdydr .kakd wjia:dfõ wdpdr lrkafka fldfyduo lsh,d oek .ks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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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잘 보내세요
i;s wka;h fydÈka .; lrkak

iqN m;k úg§ Ndú;d lrk fhÿï fudkjd oehs úuid n,uq'

주말 잘 보내세요.
i;s wka;h fyd¢ka 
.;lrkak' 

축하합니다.
iqN me;=ï' 

네, 주말 잘 보내세요.
Tõ" i;s wka;h fyd¢ka 

.;lrkak'

감사합니다.
ia;+;shs'

i;s wka;h fyd¢ka .; lrkak hehs mejish yels wdpdr úê fudkjd oehs úuid n,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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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06 저는 투안입니다 06 uu ;=jdka   67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ukaj y÷kajd§u  

□jHdlrK  Ndú;h ioyd Wmfoia 입니다, 입니까

□ jpk Ndú;h ioyd Wmfoia  rgj,a" /lshd 

□ ixialD;sl f;dr;=re	 wdpdr lsÍfï mqreÿ  

민수 안녕하세요.
 wdhqfndajka'

 저는 이민수입니다.
 uu bñkaiq'

투안 안녕하세요.
 wdhqfndajka'

 저는 투안입니다.
 uu ;=jdka'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uu úhÜkdï cd;slfhla'  

06 저는 투안입니다
uu ;=jdka 

1. 투안 씨는 누구와 인사를 했어요? ;=jdka uy;auhd wdpdr lf,a ld iuÕ o@

2. 투안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jdka uy;auhd l=uk cd;slfhla o@

정답   1. 민수 씨와 인사를 했어요.   2.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 uu 

l;d lrk mqoa.,hd wksld 

wNsnjd l;d fkdfldg f.!rj 

lrñka l;d lsÍfï§ Ndú;d 

lrk NdId ú,dYh

·저는 이영진입니다.

 uu bfhdkaðka' 

·  저는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uu Y%S  ,dxlsl cd;slfhla'

대화 1  ixjdoh 1
Track 22

안녕하세요 wdhqfndajka'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wdhqfndajka' uu bñkaiq'

·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wdhqfndajka' yuqùu i;=gla'

my; oelafjkafka ñkaiq uy;d iy ;=jdka uy;d w;r ixjdohhs" Tjqka 

tlsfkld ;ukaj y÷kajd foñka isáhs' uq,skau fojrla ixjdohg ijka§ wkq.

ukh lrkak'

my; olajd we;s Ochka jev lsÍug fldßhdjg meñfKk rgj, Ochka fõ' 

l=uk rgj,a ;sfíoehs úui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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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kef.kysr 
;sfudarh 

네팔
fkamd,h 

라오스
,d´ih 

몽골
fudkaf.da,shdj

우즈베키스탄
Wiafnlsia:dkh

중국
Ökh 

인도네시아
bkaÿkSishdj

캄보디아
ldïfndach 

베트남
úhÜkduh 

방글라데시
nx.,dfoaYh  

스리랑카
Y%S ,xldj

키르기스스탄
lsß.sia:dkh 

파키스탄
mdlsia:dkh 

태국
;dhs,ka;h 

‘입니다’ hkak [임니다] f,i WÉpdrKh lrhs'

• 투안입니다 [투아님니다]

• 사람입니까? [사라밈니까]

• 사람입니다 [사라밈니다]

• 학생입니까? [학쌩임니까]

• 회사원입니다 [회사워님니다]

Tip	입니다 fõ

어휘 1  jpk ud,dj 1 나라 rg 

미얀마
ñhkaudrh   

my; olajd we;s Ochka jev lsÍug fldßhdjg meñfKk rgj, Ochka fõ' 

l=uk rgj,a ;sfíoehs úuid n,uqo@

필리핀
ms,sm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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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fõ)’ hkak l¾;D f,i fhfok mqoa.,hd fyda jia;=j y÷kajdoSfïoS  fhdod .kq ,nk 

w;r m%Odk jYfhka úêu;a jHjydrfha§ Ndú;d fõ' kdu mohla iu`. tlg fhdokq ,nk 

w;r Y%jKh lrk mqoa.,hdj Wiia lr olajoaoS Ndú;d lrhs'

· 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uu fldßhdkq cd;slfhla fjñ' 나: 저는 민수입니다. uu ñkaiq fjñ'

.

1.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WodyrK foi n,d jdlHh iïmQ¾K lrkak'

2.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WodyrK foi n,d jdlHh iïmQ¾K lrkak'

파키스탄

.

리한

1)

1)

.

2)

태국

.
2)

수피카

저는 투안입니다. uu ;=jdka'
보기

투안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uu úhÜkdï cd;slfhla'
보기

베트남

정답   1. 1) 저는 리한입니다   2) 저는 수피카입니다    2. 1)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2) 저는 태국 사람입니다

문법 1  ixjdoh 1 입니다 G06-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입니다’ yd ‘이/가 아닙니다’

‘입니다’ hkak kdu mohla yd iïnkaO lr tu kdu moh l¾;Df.a .=Kdx.hla úia;r 

lsÍug Ndú;d fõ" ‘아닙니다’ hkq ‘입니다’ hkafkys RKd;aul m%ldYkh f,i;a ‘이$가’ hkak ‘아

닙니다’ hkafkys ixhq;sh f,i;a Ndú;d fõ" ‘아닙니다’ hkak wdLHd;h f,i fhfok neúka 

bÈßfhka we;s jpkfhka fjka fldg ,shkq ,efí'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O)  

·저는 한국 사람아닙니다.(X)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O) 

‘입니다’ jHdlrKh f;areKd fkao@ tfykï WodyrK foi n,d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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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베트남 사람입니다.  2. 회사원입니다. 

1. 투안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jdka uy;d l=uk cd;slfhlao@

2. 투안 씨의 직업은 뭐예요? ;=jdka uy;df.a /lshdj l=ulao@

투안 저는 투안입니다.
 uu ;=jdka'

준구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l=uk rgl cd;slfhlao@

투안 베트남 사람입니다.
 úhÜkdï cd;slfhla'

준구 학생입니까?
 Tn YsIHfhlao@

투안 아니요, 회사원입니다.
 keye" ld¾hd, fiajlfhla'

아니요 ke; 

iDKd;aul m%;spdrhla ,nd oSfïoS 

fyda hï ldrKhla m%;slafIam 

lsÍfïoS fhdod .efka' tlÕ jSula 

fyda Okd;aul m%;spdrhla ,nd 

oSfïoSS ‘네’ hkak Ndú;d lrkq 

,efí'

가: 러시아 사람입니까?

 reishdkq cd;slfhlao@

나:  아니요, 미얀마 사람입니다.

   keye" ;dhs,ka; cd;slfhla' 

어느 l=uk 

N. kdumo lsysmhla w;r l=ula 

wruqKq jkafkao hkak úuiSfï§ 

Ndú;d lrhs'

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l=uk rgl cd;slfhlao@

나: 한국 사람입니다.

 fldßhdkq cd;slfhla'

대화 2  ixjdoh 2
Track 23

;=jdka uy;d iy pqka.= uy;añh ;u ;ukaj y÷kajd foñka isàhs' ;ukaf.a rg 

iy cd;sl;ajh yd ;ukaf.a /lshdj .ek l;d lrñka isáhs' fuu mqoa.,hka 

fofokd fldfya isg meñKsfhao@ uq,skau fojrla ixjdohg ijka§ wkq.ukh 

lrkak'

fujr ;=jdka uy;d iy pqka.= uy;añh w;r ixjdoh wkq.ukh lrkak" 

fyd¢ka ijka § wkq.ukh l<do@ tfykï my; m%Yak j,g ms<s;=re imhkak" 

;=jdka uy;d iy pqka.= uy;añh l=uk rglg wh;a cd;slh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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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YsIHhd

회사원
ld¾hd, fiajlhd 

선생님
.=re;=ud

주부
.DyKsh 

경찰관
fmd,sia ks,Odßhd 

소방관
.sks ksjk Nghd 

공무원
rcfha fiajlhd 

점원
,smslre  

의사
ffjoHjrhd  

요리사
iQmfõÈhd 

간호사
fyÈh 

운전기사
ßhÿre 

기술자
bxðfkarejd 

농부
f.dúhd 

목수
jvq ld¾ñlhd 

어부
ëjrhd 

정답   ① ㉢  ② ㉠  ③ ㉤  ④ ㉣

mska;=rh foi n,d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jpkh iuÕ hd lrkak'

㉠ 주부 ㉢ 학생㉡ 의사 ㉣ 경찰관 ㉤ 회사원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① ② ③ ④

보기

어휘 2  jpk ud,dj 2 직업 /lshd

 /lshd j,g iïnkaO jpk oek .ksuq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eg¿ ioyd 

ms<s;=re imh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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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회사원입니까  2) 소방관입니까   3) 간호사입니까  4) 기술자입니까

정답   1. 태국 사람입니다    2. 입니까, 의사입니다    3. 입니까, 기술자입니다

1.  가: 중국 사람입니까?

  나: 아니요,                                               .

2.  가: 간호사                                               ?

  나: 아니요,                                               .

3.  가: 요리사                                               ?

  나: 아니요,                                               .

‘입니까?’ ‘fõo@’ hkak ‘입니다’ ^fõ& hkafkys m%Yakd¾:h iajrEmhhs¡ ‘입니다Z yd iudkj ks, 

úêu;a wjia:djkays§ Y%jKh lrk md¾Yjh Wiia fldg ±laùfï§ fhdod .kS'

· 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fudk rfÜ cd;slfhlao@

 나: 저는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uu Y%S ,dxlslfhla fjñ'

· 가: 회사원입니까? iud.ï fiajlfhlao@

 나: 네, 회사원입니다. Tõ" iud.ï fiajlfhla fjñ'

2.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WodyrK foi n,d jdlHh iïmQ¾K lrkak'

보기 학생 → 학생입니까? Tn YsIHfhlao@

1) 회사원 →                                                                          ?

2) 소방관 →                                                                          ?

3) 간호사 →                                                                          ?

4) 기술자 →                                                                          ?

문법 2  ixjdoh 2 입니까 G06-2

‘입니까?’ Tn f;areï .;a;do@ mska;+rfha we;s WodyrKh n,d ixjdoh iïmQ¾K 

lrkak'

;j ÿrg;a bf.kf.k n,uqo@ mska;+r osyd n,,d ‘입니까?’ Ndú;d lrñka 

jdlH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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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투안 : 이름이 무엇입니까? ku l=ulao@

리한 : 리한입니다. ßydka'

투안 :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l=uk cd;slfhlao@

리한 :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mdlsia:dk cd;slfhla'

투안 : 회사원입니까? ld¾hd, fiajlfhlao@

리한 : 네, 회사원입니다. Tõ" ld¾hd, fiajlfhla'

<보기>처럼 친구들과 이름, 국적, 직업을 묻고 대답해 보세요.
WodyrK foi n,d ñ;=rka iuÕ ku" cd;sh" /lshdj úuid ms<s;=re imhkak'

이름 ku 국적 cd;sh 직업 /lshdj

보기
수분
iqmqka

스리랑카 사람
Y%S ,dxlsl mqoa.,fhla

회사원 
ld¾hd, fiajlhd 

1

2

3

4

5

활동  l%shdldrlï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처음 뵙겠습니다. Tnj yuqjk m<uq j;djhs'

가: 만나서 반가워요. yuqùu i;=gla'

나: 투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uu ;=jdka" Tnj yuqjk m<uq j;dj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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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w¾:h ;yjqre lSÍu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ysia ;ekg iqÿiq jpkh ,shkak '

(1) 어른을 만나면 ‘     ’라고 인사합니다.

 jeäysáfhl= yuq jk úg ^     & lshd wdpdr lrkjd'

(2)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         ’라고 인사합니다. 

 Tn m<uq jrg uqK.efik mqoa.,fhl=g ^         & lshd wdpdr lrkjd'

(3) 친구를 만나면 ‘  ’이라고 인사합니다. 

 Tn ñ;=frl= yuq jQ úg ^  & lshd wdpdr lrkjd'

인사 예절 wdpdr lsÍfï mqreÿ 

;udg jvd jhiska wvq fyda ys;j;a mqoa.,fhl= 

iuÕ wdpdr lrk úg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한 사람과
인사할 때

;udg jvd jhiska jeä flfkl=g fyda ;udg jvd 

Wiia ;;a;ajhl isák mqoa.,fhl=g Tn wdpdr 

lrk úg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인사할 때

Tn m%:u jrg uqK.efik mqoa.,fhl=g wdpdr 

lrk úg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할 때

tlg jev lrk fyda w÷kk mqoa.,fhl=g wdpdr 

lrk úg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과 인사할 때

정답   (1) 안녕하세요   (2) 만나서 반갑습니다   (3) 안녕

문화  ixialD;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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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4~5]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my; oelafjk mska;+r n,d ksjerÈ ms<s;=re f;darkak'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Tng weiqK jpk f;darkak'

1. ① 중국 ② 네팔 ③ 한국 ④ 몽골

2. ① 태국 ② 미얀마 ③ 베트남 ④ 필리핀

3. ① 동티모르 ② 스리랑카 ③ 캄보디아 ④ 파키스탄

Track 24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1 isg 3 olajd jpk j,g ijka § l=uk cd;sh o hkak f;darkak' fyd¢ka 

weyqïlka § ksjerÈ jpk f;darkak'

m%Yak 4 iy 5 mska;+r foi n,d ksjerÈ /lshdj f;dark m%Yak 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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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한국 fldßhdj 

2. 남: 태국 ;dhs,ka;h 

3. 여: 동티모르 kef.kysr ;sfudarh 

4. ① 남: 의사 ffjoHjrhd   ② 남: 목수 jvq ld¾ñlhd 

 ③ 남: 학생 YsIHhd    ④ 남: 주부 .DyKsh 

5. ① 여: 회사원 ld¾hd, fiajlhd  ② 여: 소방관 .sks ksjk Nghd 

 ③ 여: 요리사 iQmfõÈhd   ④ 여: 기술자 bxðfkarejd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①  3. ①  4. ①  5. ③

1. 남: 스리랑카 Y%S ,xldj

2. 남: 한국 사람입니까? fldßhdkq cd;slfhlao@

3. ① 남: 기술자 bxðfkarejd         ② 남: 요리사 iQmfõÈhd       

 ③ 남: 경찰관 fmd,sia ks,Odßhd        ④ 남: 회사원 ld¾hd, fiajlhd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ijka ÿka foaa f;darkak'

 ① 태국           ② 라오스           ③ 미얀마           ④ 스리랑카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akhg jvd;a .e,fmk ms<s;=r f;darkak'

 ① 네, 학생입니다. ② 네, 회사원입니다.

 ③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④ 아니요, 태국 사람입니다. 

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my; oelafjk mska;+r n,d ksjerÈ ms<s;=re f;darkak'

  ①  ②  ③  ④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06

정답   1. ④  2. ④  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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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정답   1. ②  2. ④  3. ②  4. ③  5. ②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my; mska;+r foi n,d .e<fmk jpkh f;darkak'

1.  ① 회사원 ② 선생님

 ③ 경찰관 ④ 공무원

2.  ① 점원 ② 어부

 ③ 목수 ④ 농부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저는 베트남                         입니다. uu úhÜkdï cd;sl mqoa.,fhla fjñ'

     ① 몽골 ② 사람 ③ 인사 ④ 나라

4.
 

가:                         이 무엇입니까? ku l=ulao@

나: 리한입니다. ßydka fjñ'

     ① 한국 ② 직업 ③ 이름 ④ 점원

5.
 

가: 학생입니까? YsIHdjla o@

나:                         , 회사원입니다. keye ld¾hd, fiajlfhls'

     ① 네 ② 아니요 ③ 괜찮아요 ④ 감사합니다

wxl 1 iy wxl 2ka oelafjkafka /lshd iïnkaO jpkhs' mska;+rh foi n,d 

ksjerÈ /lshdj f;darkak'

wxl 3 cd;sl;ajh ms<sn| l:d lroa§ Ndú;d jk jpk f;dark m%Yakhla jk w;r 

wxl 4 ku úuid n,k m%Yakhls' wxl 5 ^Tõ$keye& hkafkys w¾:h f;areï .; 

yels oehs úuid n,k m%Yakhls' wo bf.k .;a; foaj,a u;la lrk .uka my; 

.eg¿ úi|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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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②  3. ②  4. ①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h foi n,d ksjeros jpkh f;dArkAk¡

1.  
① 태국 사람입니다. ② 라오스 사람입니다

  ③ 미얀마 사람입니다.   ④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2.  
① 장화 ② 양말  

  ③ 베개 ④ 구두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가:                                    ?

나: 아니요, 농부입니다. keye" f.dúfhls'

 ① 농부입니까 ② 목수입니까

 ③ 투안 씨입니까 ④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4.

 
가: 축하합니다. uf.a iqN me;=ï'

나:                                    .

 ① 감사합니다 ② 잘 먹겠습니다 

 ③ 안녕히 주무세요 ④ 주말 잘 보내세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jys 아" 이" 우" 애" 오" 에" 어" 으 wd§ tal, iajr 8 la we;' tfy;a ;reK 

msßia fuu iajr w;ßka ‘에[e]’ iy ‘애[ε] ’ j, fjki y÷kdf.k WÉpdrKh lsÍfï§ 

wmyiq;djhkag uqyqKfo;s'

(1) 이, 에, 애, 아 

(2) 우, 오, 어, 아 

(3) 우, 으

(4) 아이, 오이, 아우, 우애 

발음 WÉpdrKh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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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fu;k ld¾hd,hhs

정답   1. 회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2. 사무실에 있어요.

1. 민수 씨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ñkaiq uy;d l=ula lrñka isákafkao@

2.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fofokd oeka fldfya isákafkao@ 

투안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ld¾hd,h fu;ko@

민수 네, 사무실입니다. 
 Tõ" fï ld¾hd,hhs'

투안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jeisls<sh fldfyao@

민수 저기입니다.
 w;khs'

여기 fu;k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fu;k ld¾hd,hhs'

· 여기가 집입니다.

 fu;k ksjihs'

어디 fldfyo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ld¾hd,h fldfyo@

· 저기가 어디입니까?

 w;k fld;ko@

대화 1  ixjdoh 1
Track 25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ia:dk iy NdKav ms<sn| úuiSu iy ms,s;=re §u  

□jHdlrK  Ndú;h ioyd Wmfoia 이/가, 이에요/예요

□ jpk Ndú;h ioyd Wmfoia ia:dk" NdKav 

□ ixialD;sl f;dr;=re	 	fldßhdkq ìu jdä ùfï ixialD;sh" ffoksl 

Ôú;fha w;HdjYH NdKav ^kdk ldurfhys 

;sfnk NdKav&

my; oelafjkafka ñkaiq uy;d iy ;=jdka uy;d w;r ixjdohhs' ñkaiq uy;d 

;=jdka uy;dg ld¾hd,h .ek iy ld¾hd,h jeisls<sh .ek úia;r lrhs' m<uqj 

fojrla ixjdohg ijka§ wkq.ukh lrkak'

fyd¢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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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 집㉡ 사무실 ㉣ 화장실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 foi n,d wod< jpk hd lrkak'

여기
fu;k

거기
T;k 

저기
w;k 

어디
fldfyo

회사
wdh;kh

사무실
ld¾hd,h 

화장실
jeisls<sh 

식당
wdmk Yd,dj

집
ksji

세탁소
frÈ fidaok ia:dkh

기숙사
kjd;ek

미용실
ndn¾ idmamqj

시장
fmd<

편의점
l=vd fj<|ie, 

마트
fj<|ie,

슈퍼마켓
iqmsß fj<|ie,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jpk ud,dj 1 장소 ia:dk 

úúO ia:dk lSmhla my; oelafõ' m<uqj Tn okakd jpk we;aoehs mÍlaId lr,d 

n,kak' bkamiq mska;+r foi n,ñka tajd fldßhdkq NdIdfjka mjikafka flfia 

oehs n,kak'

by; oelafjk jpk ud,dj fkdn,d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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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b$.d& hkak kdu mohl msgqmiska fhfok w;r tu kdu moh jdlHfhys l;D nj 

oelaùug Ndú;d lrhs' 저^uu&" 나^uu&" 너^Tn& jeks kdumo msgqmiska ‘가Z iïnkaO jQ úg 제가

^uu&" 내가^uu&" 네가^Tn& njg m;a fõ'

자음 ^jH[ack&  + 이 모음 ^iajr& + 가

사무실이 여기가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fu;k ld¾hd,h fõ' ·시장이 어디입니까? fmd< fldfyo ;sfhkafka@

1.                  이/가 어디입니까? 2.                  이/가 어디입니까? 

정답   1. 시장이  2. 슈퍼마켓이

2. <보기>처럼 ‘이/가’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가’	fhdoñka jdlHh iïmQ¾K lrkak'

보기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jeisls<sh fldfyao@

1) 식당(  ) 어디입니까? 2) 세탁소(  ) 어디입니까?

 wdmk Yd,dj fldfyao@  frÈ fidaok ia:dkh fldfyao@

3) 여기(  ) 시장입니다.  4) 편의점(  ) 저기입니다. 

 fu;k fmd<hs'  l=vd fj<|ie, w;khs'

정답   1) 이  2) 가  3) 가  4) 이

문법 1  ixjdoh 1 이/가 G07-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이/가’ iy ‘은/는’

‘이/가’ iy ‘은/는’ m%Odk jYfhka jdlHfha l¾;D hkak olajkak Ndú;d flf¾' ‘이/가’ l¾;D  

hkak muKla olajkak fhdok w;r ‘은/는’ l¾uh iy l%shdúfYaIKhla hkak olajkak;a 

fhosh yel ' tfukau  ‘은/는’ úp,ahh fyda f;audjla ms<sônq lsÍug yels kuq;a" ‘이/가’ fhdod 

tfia lsÍug fkdyels jk w;r kj ud;Dld bÈßm;a lsÍug yelshdj we;'

·제 이름이 김민수입니다.(X)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O)  

·어떤 사람이 길을 물었습니다.(O)  ·어떤 사람은 길을 물었습니다.(X) 

;j álla mdvï lruqo@ mska;+r foi n,d ‘이/가’ Ndú;d lrñka jdlHh iïmQ¾K 

lrkak'  

‘이/가’ jHdlrKh f;areKd fkao@ tfykï WodyrK foi n,d jdlH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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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여기가 기숙사예요. 
 fu;k kjd;ekhs'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fï kj;efka h;=rhs' 

투안 감사합니다.
 ia;+;shs' 

 그런데 저게 뭐예요?
 kuq;a wrl l=ulao@ 

리한 가족사진이에요. 
 mjqf,a mska;+rhls'

1. 리한 씨와 투안 씨는 어디에 있어요? ßydka uy;d iy ;=jdka uy;d fldfyo isákafka@ 

2. 기숙사에 뭐가 있어요? kjd;efka fudkjo ;sfhkafk@

정답   1. 기숙사  2. 열쇠, 가족사진

그런데 ta Wk;a

bÈßmi wka;¾.;h miqmi 

wka;¾.;h iu. iïnkaO lr 

n,k úg fjk;a ÈYdjlg fhduqjk 

wjia:djkays§ ,shd bÈßmi jdlH 

miqmi jdlH tl;= l, yels mohhs'

·가: 사무실이 어디예요? 

  ld¾hd,h fldfyo@

 나:   저기예요. 그런데 사무실에 

왜 가요?

   w;khs" ta Wk;a wehs 

ld¾hd,hg hkafka@

뭐 

무엇 hk jpkfha flá fhÿu" 

idudkHfhka l:d lrk 

NdIdfjÈ Ndú;d lrhs' 

·이름이 뭐예요?

 Tfí ku l=ulao@

·이게 뭐예요?

 fuh l=ulao@ 

대화 2  ixjdoh 2
Track 26

말하기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l;d lsÍfï § flá fhÿï iq,Nj Ndú;d lrhs 

· 이것은 → 이건 이것이 → 이게

· 저것은 → 저건 저것이 → 저게

· 그것은 → 그건 그것이 → 그게

Tip	줄임말 flá fhÿï 

ßydka uy;d iy ;=jdka uy;d kjd;eka ldurfha we;s NdKav foi n,ñka 

ixjdohl fh§ isàhs' m<uqj ixjdoh fojrla ijka § isákak'

bÈßmi wka;¾.;h miqmi wka;¾.;h iu. iïnkaO lr n,k úg l;dnfya 

ud;Dldj fjk;a ÈYdjlg fhduqjk wjia:djkays§ fhdod .ks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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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h;=r

가방
nE.h

가족사진
mjqf,a mska;+rh

지갑
miqïìh

여권
úfoaY .uka n,m;%h

우산
l=vh

거울
lKaKdäh

화장품
rEm,djkH NdKav

빗
mkdj

베개
fldÜgh

헤어드라이어
flia úh¨ï hka;%h

이불
 we| we;sß,a,

㉠ 가방 ㉢ 이불㉡ 여권 ㉣ 우산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 foi n,d wod< jpk iuÕ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2  jpk ud,dj 2 물건 NdKav  

NdKav ms<sno l:d lsÍfï§ lskï jpk Ndú;d lrkafka oehs oek.ksuqo@

Tn by;§ bf.k .;a jpk ud,dj kej; u;la lrñka ,nd § we;s .eg¿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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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요$예요’ hkak ‘입니다’ fuka l;D f,i fhfok mqoa.,hd fyda jia;=j y÷kajdoSfïoS fhdod 

.kq ,nhs' bÈßfhka meñfKk kdu mofha msgqmiska iïnkaO ù jdlHfhys l%shd jdÑlh 

fyj;a wdLHd;fha ld¾hh bgq lrk w;r m%Odk jYfhka wúêu;a m%ldYkfha§ fhdod 

.efka'

자음 ^jH[ack& + 이에요 모음 ^iajr& + 예요

가방이에요 베개예요

· 가: 여기가 어디예요? fï fldfyao@ 나: 기숙사예요. fï fkajdisld.drh'

· 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fudk rfÜ cd;slfhlao@  나: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uu ,dxlslfhla'

정답   1) 여권이에요   2) 지갑이에요   3) 열쇠예요   4) 베개예요

2. <보기>처럼 ‘이에요/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이에요/예요’ fhdod .ksñka jdlH iïmQ¾K lrkak'

보기 가: 이게 뭐예요? fï l=ulao@

나: 화장품이에요. rEm,djkH NdKavhla'

1) 2)

3) 4)

가: 이게 뭐예요?

나:                                                     .

가: 저게 뭐예요?

나:                                                     .

가: 이게 뭐예요?

나:                                                     .

가: 저게 뭐예요?

나:                                                     .

문법 2  ixjdoh 2 이에요/예요 G07-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이에요/예요’ iy ‘입니다’

‘이에요$예요’ úêu;a$fyda b;du;a f.!rjkSh f,i l:d lsÍug wjYH fkdjk ;ekayS§ 

ñ;%YS,Sj l:d lrk úg Ndú;d lrhs' ‘입니다’ /iaùï iy bÈßm;a lsÍï jeks úêu;a fyda 

b;du;a f.!rjkSh f,i l:d lsÍug wjYH  ;ekayS § Ndú;d lrhs' 

·저는 이민수예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저는 이영진이에요.  ·저는 이영진입니다. 

대조적 정보 fjk;a f;dr;=re

isxy, NdIdfõ ‘이것은 책이에요^fuh fmd;la fõ&'’ hkak ‘이것 + 책fuh fmd;la&’ f,io ,súh 

yels kuq;a fldrshdkq NdIdfjys kdu mohg miqj ‘이에요/예요^fõ&’ fhoSu wksjd¾hh fõ'

·이것은 책이에요. fuh fmd;la fõ'

‘이에요/예요ʼ jHdlrKh f;areKd fkao@ tfiakï WodyrK foi n,d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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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l%shdldrlï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fhka fmkajd oS we;s wdldrhg ñ;=rd iuÕ l:d lr n,kak'

(1)

(2)

보기 가: 여기가 어디예요? fï fldfyo@

나: 교실이에요. mka;s ldurh'

가: 이게 뭐예요? fï l=ulao@ 

나: 컴퓨터예요. mß.Klhla'

정답   1. 시계예요.  2. 침대예요.

퀴즈 m%fya,sldj

✚ 알맞은 말에 하세요. ksjerÈ jpkhg bosßfhka  f,i ,l=Kq lrkak'  

    시계예요.  책상이에요.

    텔레비전이에요.  침대예요.

wxl 1 mx;s ldurhl mska;+rhla jk w;r wxl 2 ldurhl mska;+rhls' fï ldur 

fofla fudkjdo ;sfhkafka@ WodyrKh lshjd my; § we;s .eg¿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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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ixialD;sh

한국의 좌식 문화 fldßhdkq ìu jdäùfï ixialD;sh

한국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

부분 집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식당

도 있습니다.

fldßhdfõ ìu jdäù tÈfkod lghq;= lsÍfï ixialD;sh flfuka j¾Okh ù ;sfí'tuksid 

fndfyda fldßhdkq jeishka Tjqkaf.a ksji ;=,§ mdjyka me<oSu isÿ fkdlrhs' tfukau 

mdjyka .,jd we;=¨ úh hq;= wjkay,ao ;sfí'

생활필수품(세면도구) ffoksl Ôú;fha w;HdjYHh NdKav ^kdk ldurfhys ;sfnk NdKav&

린스 lkaäYk¾  샴푸 Ieïmq  비누 inka

칫솔 o;a nqreiq 치약 oka;df,am  수건 ;=jdh

면도기 Ij¾ tl 휴지 áIQ lvodis  컵 fldama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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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4~5]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4.

5.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Tn ijka ÿka foa f;darkak'

1. ① 여기  ② 저기  ③ 어디  ④ 거기

2. ① 회사  ② 식당  ③ 시장  ④ 마트

3. ① 열쇠  ② 가방  ③ 우산  ④ 베개

Track 27

wxl 1 iy wxl 2 ia:dk ms<sno lshefjk jpk jk w;r wxl 3 NdKav ms<sno 

lshefjk jpkhs' fydÈka ijka § Tng weiqkq jpk f;darkak'

my; oelafjkafka mska;+rh n,d Bg .e,fmk jpk f;aÍfï m%Yakhs' ixjdoh 

ijka §ug fmr m%Yakfha wka;¾.;h  fydÈka úui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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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여기 fu;k

2. 남: 시장 fmd<

3. 여: 베개 fldÜgh 

4. ① 여: 사무실 ld¾hd,h  ② 여: 세탁소 frÈ fidaok ia:dkh

 ③ 여: 화장실 jeisls<sh ④ 여: 기숙사 kjd;ek

5. ① 남: 지갑 miqïìh ② 남: 여권 úfoaY .uka n,m;arh

 ③ 남: 이불 we| we;sß,a, ④ 남: 거울 lKaKdäh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③  5. ②

1. 남: 가방 nE.h

2. 남: 이게 뭐예요? fuh l=ula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②  2. ④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ijka ÿka foa f;darkak' 

 ① 우산 ② 가방 ③ 지갑 ④ 베개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e,fmk ms<s;=r f;darkak'

 ① 빗이에요. ② 열쇠예요.

 ③ 거울이에요. ④ 화장품이에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07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잘 부탁드립니다. lreKdfjka ug Woõ lrk fuka b,a,d isáñ'

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wdhqfndajka" m<uq j;djghs yuqjkafka'

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wdhqfndajka" lreKdfjka ug Woõ lrk fuka b,a,d isá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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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mska;+r n,d Bg .e<fmk jpkh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1. ① 집 ② 시장

③ 회사 ④ 마트

2. ① 미용실  ② 편의점

③ 세탁소  ④ 슈퍼마켓

3. ① 이불    ② 우산

③ 열쇠    ④ 가방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여기가                         입니까? fï l=uk ia:dkh o@

나: 사무실입니다. fï ld¾hd,hhs'

     ① 언제  ② 누구  ③ 어디  ④ 무슨

5.
 

가: 저게                         예요? wrl l=ulao@

나: 가족사진이에요. mjqf,a mska;+rhls'

     ① 왜  ② 뭐  ③ 장소  ④ 나라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③  5. ②

wxl 1 iy wxl 2 mska;+rh n,d  ksjerÈ ia:dkh f;dark m%Yak jk w;r wxl 3 

ksjerÈ NdKavh f;dark m%Yakhs' mska;+rg .e,fmk jpkh f;darkak'

my; ixjdohg ijka §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bf.k .;a 

oE u;la lrñka my;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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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①   3. ③   4. ④   5. ③   6. ④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pkh f;darkak'

1.  
① 기숙사예요 ② 세탁소예요

  ③ 미용실이에요 ④ 화장실이에요

2.  
① 마트예요 ② 회사예요

  ③ 사무실이에요 ④ 편의점이에요 

3.  
① 베개예요 ② 이불이에요

  ③ 가족사진이에요 ④ 헤어드라이어예요

[4~6]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4.

 
가:                                  ?

나: 네, 사무실입니다. Tõ" ld¾hd,hhs'

 ① 이게 뭐예요 ② 여기가 기숙사예요

 ③ 식당이 어디예요 ④ 저기가 사무실이에요

5.

 
가: 여기가                 입니까? fï l=uk ia:dkho@

나: 세탁소입니다. frÈ fidaok ia:dkhhs' 

 ① 누구 ② 무엇

 ③ 어디 ④ 회사

6.

 

내일은 월급날입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에 갈 겁니다.

fyg jegqma ,efnk Èkhhs' ñ;=rka iu. Ñ;%mghla n,kak iskud Yd,djg hkakhs 

bkafka'

 ① 서점 ② 은행

 ③ 식당 ④ 극장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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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Èk p¾hdj iy fj,djka úuid m%Yak j,g 

ms<s;=re §u  

□jHdlrK  Ndú;h ioyd Wmfoia -아요/어요, 에(시간)

□ jpk Ndú;h ioyd Wmfoia Èk p¾hdj" ld,h 

□ ixialD;sl f;dr;=re	 fj,djg jevg huq  

08 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12'30 g Èjd wdydrh .kakjd

1. 투안 씨는 지금 뭐 해요? ;=jdka uy;auhd oeka fudlo lrkafka@ 

2. 수루 씨는 지금 뭐 해요? iqrE uy;añh oeka fudlo lrkafka@ 

정답   1. 텔레비전을 봐요.   2. 요리해요.

수루 투안 씨, 지금 뭐 해요?
  ;=jdka uy;auhd" oeka fudlo 

lrkafka@

투안 텔레비전을 봐요. 
 rEmjdysksh krUkjd' 

 수루 씨는 뭐 해요?
 iqre uy;añh fudlo lrkafk@ 

수루 저는 지금 요리해요. 
 uu  oeka wdydr msiskjd' 

씨 uy;auhd $ uy;añh 

ku fyda jdi.u msgqmiska fhdod 

tu mqoa.,hdj f.!rjdkaú;j 

wduka;%Kh  lsÍfï§ Ndú;d lrhs'

·  이분은 수분 씨예요. 스리랑카 

사람이에요.

   fuu mqoa.,hd iqmqka uy;dhs' Y%s 

,dxlsl cd;slfhls'

·민수 씨, 지금 뭐 해요?

  ñkaiq uy;añh oeka fudlo 

lrkafka@

을/를  

kdumo iu. tlg Ndú;d lrhs' 

il¾ul l%shdmofha bÈßfhka 

ia:dk.; jk w;r jdlHfha 

l¾uh ksfhdackh lrhs' kdumoh 

jHxckhlska wjika fõkï ‘을’ 

o"	iajrhlska wjika fõkï ‘를’ o" 

fhdokq ,efí' l%shdmoh ‘하다’ f,i 

wjika jk wjia:djkays§ ‘을$를’ 

bj;alr Ndú;dl, yel' 

·저는 점심을 먹어요.

 uu Èjd wdydrh .kakjd' 

·  수루 씨는 요리를 해요/ 

요리해요. 

   iqre uy;añh wdydr ms<sfh, 

lrkjd' 

대화 1  ixjdoh 1
Track 28

my; oelafjkafka iqre uy;añh iy ;=jdka uy;d w;r ixjdohhs' oeka Tjqka 

fofokd l=ula lrhso hkak tlsfkldf.ka úuiñka isáhs' uq,skau ixjdohg 

fojrla ijka § wkq.ukh lr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eg¿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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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을 보다
rEmjdyskS krUkjd

일어나다
WoEik wjÈ fjkjd 

장을 보다
fmdf<a hkjd

자다
kskaog hkjd

쉬다
úfõl .kakjd

씻다
fidaokjd

커피를 마시다
fldams mdkh lrkjd 

아침/점심/저녁을 먹다
Wfoa $ Èjd $ 

rd;%S wdydr .ekSu

일하다
jev lrkjd

운동하다
l%Svd lrkjd

요리하다
wdydr msiskjd

전화하다
ÿrl;k weu;=ï fokjd

회사에 가다
wdh;khg hkjd

집에 오다
ksjig tkjd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jpk ud,dj 1 일과 Èk p¾hdj

㉠ 자다 ㉢ 요리하다㉡ 운동하다 ㉣ 점심을 먹다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12:40p.m

by; jpk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my; oelafjkafka fldßhdkq NdIdfõ úúO l%shdmo lsysmhls" tajd fudkjdoehs 

oek .ks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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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어요’ hkak l%shdmohl fyda l%shd úfYaIKhl msgqmiska iïnkaO ù hï ;;ajhla fyda 

l%shdjla úia;r lsÍu i|yd fyda m%Yak weiSu i|yd fhdod.kq ,nhs' wúêu;a m%ldYkfhys 

f.!rjd¾:h yÕjhs'

ㅏ, ㅗ → -아요 ㅓ, ㅜ, ㅣ wd§	→ -어요 하다 → 해요

가다 → 가요

보다 → 봐요

먹다 → 먹어요

읽다 → 읽어요

공부하다 → 공부해요

운동하다 → 운동해요

· 투안 씨는 커피를 마셔요. ;=jdka uy;d fldams fndkjd' 

· 저는 지금 점심을 먹어요. uu ±ka oj,a lEu lkjd'

· 투안 씨는 텔레비전을 봐요. ;=jdka uy;d rEmjdysksh n,kjd'  

· 아침에 운동해요. WoEik jHdhdu lrkjd'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 n,d WodyrKh mßÈ ixjdoh iïmQ¾K lrkak'

1)

3)

2)

4)

텔레비전을 보다

일하다

커피를 마시다

운동하다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oeka fudkjo lrkafka@ 

나: 씻어요. fidaokjd'

씻다

보기

정답   1) 텔레비전을 봐요  2) 커피를 마셔요  3) 일해요  4) 운동해요

문법 1  ixjdoh 1 -아요/어요 G08-1

‘-아요/어요’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iakï WodyrK foi n,d 

jdlHh iïmQ¾K lrkak'

1. 가: 지금 뭐 해요?

 나:                                .

2. 가: 지금 뭐 해요?

 나:                                .

정답   1. 전화해요  2. 장을 봐요

;j álla wNHdi lruqo@ mska;+r foi n,d ‘-아요/어요’ Ndú;d lrñka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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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몇 시예요? oeka fõ,dj lSho @

2. 리한 씨는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ßydka uy;d lShgo oj,ag lkafka@

정답   1. 11시예요.  2. 12시 30분에 먹어요.

◯시

01:00 1시 한 시

02:00 2시 두 시

03:00 3시 세 시

04:00 4시 네 시

05:00 5시 다섯 시

06:00 6시 여섯 시

07:00 7시 일곱 시

08:00 8시 여덟 시

09:00 9시 아홉 시

10:00 10시 열 시

11:00 11시 열한 시

12:00 12시 열두 시

◯분

00:01 1분 일 분

00:02 2분 이 분

00:03 3분 삼 분

00:04 4분 사 분

00:05 5분 오 분

00:06 6분 육 분

00:07 7분 칠 분

00:08 8분 팔 분

00:09 9분 구 분

00:10 10분 십 분

00:20 20분 이십 분

00:30 30분 삼십 분

00:40 40분 사십 분

00:50 50분 오십 분

※ 1시간 = 60분(육십 분)

대화 2  ixjdoh 2
Track 29

투안 지금 몇 시예요? 
 oeka fj,dj lSho@ 

리한 11시예요.
 11 hs'

투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lShgo Èjd wdydrh .kafka@ 

리한 12시 30분에 먹어요.
 12'30 g .kakjd' 

몇  

lShgo $fldhs fj,dfjo@

·몇 시예요?

 lShgo@ 

 ·  몇 시에 회사에 가요?

    lShgo wdh;khg hkafka@ 시, 분 meh " úkdä  

ld,h ioyka lsÍfï§ Ndú;d lrhs 

· 지금 12시예요.

 oeka fõ,dj fod,yhs' 

· 6시 30분에 집에 가요.

   yhhs ;syg f.or hkjd' 

Tip	◯시 ◯분 0meh  0úkdä 

ßydka uy;d iy ;=jdka uy;d jevmf,a isg Trf,daiqj foi n,ñka l;d 

lrñka isáhs' Tjqka l=ula .ek l;d lrñka isáhso@ uq,skau" ixjdoh fojrla 

ijka fokak'

fujr ßydka uy;d oeka ßydka uy;d iy ;=jdka uy;d f,i ixjdoh wkq.

ukh lrñka lshjkak' fyd|g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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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oeka

어제
Bfha

오늘
wo

내일
fyg  

오전
fmrjre  

오후
miajre

낮
Èjdld,h

밤
rd;%Sld,h 

정답   1) O  2) X  3) X  4) X

어휘 1  jpk ud,dj 1 시간 fõ,dj 

WodyrKfhka olajd we;s whqßka Trf,daiq foi n,d Bg bosßfhka we;s jdlHh ksjerÈ kï ◯ 

jerÈ kï X f,i ,l=Kq lrkak '

1. <보기>처럼 시계를 보고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1)

2)

3)

4)

지금은 아침입니다.  (    )

지금은 오후입니다.  (    )

지금은 한 시입니다.  (    )

지금은 오전 열 시입니다.  (    )

지금은 밤입니다. ( × ) oeka rd;%S ld,hhs'
보기

6:00a.m

7:00a.m

11:00a.m

11:00p.m

10:00 p.m

8:00a.m 12:00p.m

새벽
w¨hu  

점심
oyj,

아침
WoEik

저녁
rd;%sh 

6:00p.m

fõ,dj$ld,h  m%ldY lr yels jpk fudkjdoehs oek .ksuqo @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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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hkak hï isÿùula fyda l%shdjla isÿjk ld,h fyda wjia:dj ms<sìUq lrhs' ‘에’ j,g 

bÈßfhka ld,h yÕjk kdumohla fhfoa' 

· 가: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lShgo oj,a lEu lkafka@ 

 나: 12시에 먹어요. 12 g lkjd' 

·  가: 언제 운동해요? ljoao^l’hgo& jHdhdu lrkafka@

 나: 저녁에 운동해요. yjig jHdhdu lrkjd'

※ ‘언제’ fõ,dj " Èkh" iy oji úuik úg Ndú;d fõ'

문법 2  ixjdoh 2 에 G08-2 

보기

mska;+rh n,d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ixjdoh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언제 운동해요? jHdhdu lrkafka lShgo @

나: 아침에 운동해요. WoEik jHdhdu lrkjd'

1)

2)

3)

4)

가: 언제 운동해요?

나:                                                           .

가: 언제 커피를 마셔요?

나:                                                           .

가: 몇 시에 저녁을 먹어요?

나:                                                           .

가: 몇 시에 자요?

나:                                                           .

정답   1) 저녁에 운동해요  2) 오후에 커피를 마셔요  3) 7시에 저녁을 먹어요  4) 11시에 자요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안부 전해 주세요. uu u;la l,d lshkak'

가: 오랜만에 수피카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f.dv ldf,lska iqmsld uy;añhj uqK .efikakhss yokafka' 

나: 안부 전해 주세요. uu u;la l,d lshkak' 

‘에’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iakï WodyrKh foi n,d jdlH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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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lShg l=ula lrkafkao @ WodyrKh n,d l:d lr n,kak '

몇 시에 무엇을 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일과 Èk p¾hdj  시간 ld,h

1 일어나다 wjÈfjkjd  

2 아침을 먹다 WoEik wdydrh .kakjd 

3 점심을 먹다 Èjd wdydrh .kakjd 

4 저녁을 먹다 rd;%S wdydrh .kakjd 

5 자다 ksod.kakjd 

가: 몇 시에 일어나요? wjÈjkafka l=uk fõ,djgo@ 

나: 7시에 일어나요. 7g wjÈ fjkjd' 

활동  l%shdldrlï 

7:00a.m

8:00 p.m12: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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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ksjerÈ fõ,djg /lshdjg huq

출근 시간 10분 전에는 직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이 9시라면 8시 50분쯤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lshdjg jd¾:d lsÍug ;sfnk fõ,djg jvd úkdä 10la l,ska /lshd ia:dkhg hd hq;=hs' /

lshdjg jd¾:d lsÍug ;sfnk fõ,dj fm' j 9 kï fm'j 8'50g muK /lshd ia:dkhg hd hq;=fõ' 

túg Tng iQodkï ùug wu;r ld,hla we;'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9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점심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먹습니다.

퇴근은 대부분 6시에 하지만,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ndfyda ld¾hd, fiajlhka fm'j' 9 g jev lsÍug mgka .kS' Èjd wdydrh idudkHfhka  m'j' 

12 iy m'j' 1 w;r wkqNj lrhs' /lshdj wjika lrk fõ,dj fndfyda úg m'j' 6  jk kuq;a" 

rd;%sfha jev lrk wjia:do ;sfí' 

정답   (1) 출근  (2) 퇴근  (3) 야근

문화  ixialD;sh

내용 확인  w¾:h ;yjqre lSÍu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ysia ;ekg iqÿiq jpkh ,shkak ' 

(1) 회사에 일하러 가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lshd ia:dkhg jev lsÍu i|yd hEu  ^jevg mgka .eksu& f,i ye¢kafõ'

(2)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lshdfõ jev wjika lr ksjia fj; kej; hEu  ^jev ksudlsÍu& f,i ye¢kafõ' 

(3) 회사에 일이 많으면 늦게까지  을 하기도 합니다. 

  /lshd ia:dkfha jev wêl jqjfyd;a mud jk;=re rd;%S ld,fhao jev ^rd;%S jevuqrh& lrk 

wjia:do ;sf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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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Tn ijka ÿka foa f;darkak'

1.  ① 06:00 ② 07:00 ③ 08:00 ④ 09:00

2.  ① 10:40 ② 11:30 ③ 12:40 ④ 01:30

3.  ① 03:15 a.m.  ② 03:25 p.m.  ③ 04:15 p.m.  ④ 04:25 p.m. 

Track 30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씻어요.  ② 회사예요.

 ③ 오늘이에요.  ④ 오전 10시예요.

5. ① 오늘 먹어요.  ② 많이 먹어요.

 ③ 아침을 먹어요.  ④ 12시에 먹어요.

1 isg 3 olajd we;af;a jpk j,g ijka§ fõ,dj f;dark  m%Yakhs' fyd¢ka ijka § 

ksjerÈ fõ,dj f;darkak '

my; oelafjk m%Yak" fyd|ska ijka § .e,fmk ms<s;=r f;dark m%Yak fõ' 

ixjdoh ijka §ug fmr m%Yak  fydÈ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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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①

1. 여: 아홉 시 kjhhs 

2. 남: 열한 시 삼십 분 tfld,yhs úkdä ;syhs 

3. 여: 오후 네 시 십오 분 iji y;rhs úkdä myf,djhs

4. 남: 지금 뭐 해요? oeka fudkjo lrkafka@

5. 여: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lShgo  Èjd wdydrh .kafka@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④  2. ②  3. ③  4. ①  5. ④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통화 괜찮으세요? ÿrl:kfhka l:d l,;a lula keoao@

가: 여보세요? 과장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fyf,da@ m%Odks;=uKs" oeka ÿrl:kfhka l:d l,;a lula keoao@

나: 네, 괜찮아요. Tõ" lula kE'

1. 남: 세 시 이십 분입니다. meh ;=khs úkdä úiails'

2. 남: 지금 뭐 해요? oeka fudlo lrkafka@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ijka ÿka foa f;darkak'

 ① 3:10 ② 3:20 ③ 4:10 ④ 4:20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e,fmk ms<s;=r f;darkak'

 ① 잠을 자요. ② 이건 열쇠예요.

 ③ 12시에 먹어요. ④ 네, 운동을 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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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my; mska;+r foi n,d .e<fmk jdlHh f;darkak'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자요. ② 와요.

③ 일어나요.  ④ 운동해요.

2. ① 쉬어요.  ② 전화해요.

③ 회사에 가요.  ④ 아침을 먹어요.

3. ① 장을 봐요.  ② 커피를 마셔요.

③ 저녁을 먹어요.  ④ 텔레비전을 봐요.

4.
 

가: 지금                          시예요? oeka fõ,dj lSho@

나: 오후 두 시예요. miajre folhs'

     ① 몇  ② 왜  ③ 누구  ④ 무슨

5.
 

가:                          운동해요? l=uk fõ,djgo	jHdhdu lrkafka@

나: 아침에 운동해요. Wfoaghs jHdhdu lrkafka'

     ① 어디  ② 언제  ③ 무엇  ④ 시간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①  5. ②

wxl 1-3 olajd we;af;a ksjerÈ l%shdmoh f;dark m%Yak fõ' mska;+rhg .e<fmk 

fhÿu f;darkak'

my; oelafjkafka ld,h yd iïnkaO m%Yakhs' bf.k .;a oE isyshg k.ñka 

my; m%Yak úi|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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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①   3. ④   4. ②   5. ③   6. ④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my; mska;+r n,d Bg .e,fmk jdlH f;darkak'

1.  
① 여섯 시 삼십 분이에요. ② 여섯 시 사십 분이에요.

  ③ 여덟 시 삼십 분이에요. ④ 여덟 시 사십 분이에요.

2.  
① 쉬어요. ② 운동해요.

  ③ 전화해요. ④ 일어나요.

3.  
① 일을 해요. ② 장을 봐요.

  ③ 요리를 해요. ④ 커피를 마셔요.

[4~6]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4.

 

제 친구는                     을/를 잘합니다. 친구가 만들어 주는 고향음식은 언제나 맛있

습니다.

uf.a hy¿jd Whk msysk jev fyd|g lrkjd' hy¿jd yo,d fok trg lEu fldhs 

fj,dfj;a rihs'

 ① 공부 ② 요리 ③ 노래 ④ 운동

5.

 

다음 달에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계속  

                    싶습니다.

,nk udfika fiajl fldka;%d;a;=j wjika fjkjd' fldka;%d;a;= ld,h È.= lr 

.ekSug yels jqfkd;a fuys isg È.gu fiajh lsÍug	hs leu;s'

 ① 사귀고 ② 만들고 ③ 일하고 ④ 빠지고

6.

 

다음 달에 한국어능력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험을 치고 싶습니다.

,nk udifha fldßhdkq NdId l=i,;d úNd.h meje;a	fjkjd' fldßhdkq NdIdj 

bf.k f.k jeä ld,h;a .; fkdjQj;a úNd.h ,sùughs wjYH$leu;s'

 ① 가르친 ② 물어본 ③ 예습한 ④ 공부한

확장 연습 jeäÿr wNHdi

12

6

39

11

5

2

8

10

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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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mjq, ms<sno úuid ms<s;=re ,nd §u  

□jHdlrK  Ndú;h ioyd Wmfoia 하고, 에(장소)

□ jpk Ndú;h ioyd Wmfoia mjq," fmkqu iy fm!reI;ajh 

□ ixialD;sl f;dr;=re	 	Wiia$f.!rjkSh NdIdj iy idudkH l:d 

lrk NdIdj

09 가족이 몇 명이에요?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áhso@

리한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jdka uy;df.a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áhso@

투안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세 명이에요. 
리한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wïuhs whshdhs uuhs ;=kafokhs'

  ßydka uy;df.a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áhso@ 

리한  네 명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y;r fofkla isáhs' uuhs ;d;a;dhs"  

wïud iy kx.S isáhs' 

명 
ñksiqka .Kka lsÍug Ndú;d lrk tallhla 

·우리 가족은 세 명이에요.   wfma mjqf,a ;=ka fofkla isáhs'

정답  1. 세 명이에요.  2. 네, 여동생이 있어요.

  1. 투안 씨 가족이 몇 명이에요? ;=jdka uy;df.a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ào@

  2. 리한 씨는 동생이 있어요? ßydka uy;dg  nd, ifydaoßhla$ nd, ifydaorfhla isào @

있다 ;sfnkjd$ isákjd  

있다 ↔	없다 fkd;sfí ↔ fkdisà

zysñluZ hk w¾:fhka ‘^kdumo &  

이$가 있다’ iajrEmfhka Ndú;d 

fõ" jH[ackdlaIrfhka wjika jk 

kdumohla msgqmiska ‘이’ fhdo,d 

iajrhlska wjika jk kdumohla 

msgqmiska ‘가’fhdokjd'

·저는 우산이 있어요.

 ug l=vhla ;sfnkjd' 

·사무실 열쇠가 있어요?

 ld¾hd,fha h;=r ;sfnkjo@

대화 1  ixjdoh 1
Track 31

my; oelafjkafka ;=jdka uy;d iy ßydka uy;d w;r ixjdohhs' fofokdf.a  

mjqf,a lS fofkla isàoehs úuiñka iy ms<s;=re foñka isáhss' m<uqj fojrla 

ixjdohg ijka§ bkamiqj wkq.ukh lr,d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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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남자일 때

zuuZ mqreIhl= jk 

wjia:djkays§

‘나’가 여자일 때

zuuZ ia;%Shla jk 

wjia:djkays§

할아버지 iShd 할머니 wdÉÑ

아버지 ;d;a;d

아들 mq;d 딸 ÈhKsh

형
whshd

오빠
whshd

나
uu

나
uu

부인
ìß|

남편
iajdñmqreIhd

여동생
kx.S

여동생
kx.S

남동생
u,a,S

남동생
u,a,S

누나
wlald

언니
wlald

어머니 wïud

있다 we; $ isáhs  •저는 여동생이 있어요. ug nd, ifydaoßhla isáhs' 

없다 ke; $ fkdisáhs • 저는 여동생이 없어요. 누나가 있어요.  
ug nd, ifydaoßhla fkdisáhs' 

 jeäuy,a ifydaoßhla isáhs' 

많다 fndfyda •저는 가족이 많아요. 
 ug mjqf,a idudðlhka f.dvla bkakjd'

살다 Ôj;a fjkjd • 우리 가족은 베트남에 살아요. 
 uf.a mjq, úhÜkdufha Ôj;a fjkjd'

보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n,d Bg .e,fmk jpkh WodyrKfhka f;dard ,shkak '

1)               

3)               

나

2)               

4)               

정답   1) 할아버지  2) 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어휘 1  jpk ud,dj 1 가족 mjq,

fldßhdfõ úúO mjq,a kduhka we;' uu ia;%Shla jk wjia:djkays§ iy mqreIhl= 

jk wjia:djkays§ tu kduhka flfia fjkia jkafka oehs úuid n,uqo@

by; mjqf,a idudðlhkaf.a kduhka foi fkdn,d m%Yakhg ms<s;=re imhkak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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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hkak kdumo follg jvd fhfok úg tu kdu mo fm<.iajd  iïNkaO lr m%ldY 

lSßfïoS Ndú;d lrhs' tfukau hï l%shdjla tlg isÿ lrk nj m%ldY lsÍu i|yd;a fhdod.

kS' ‘하고’ hkak m%Odk jYfhka NdIKfhaoS fhdod .kS' iudkd¾:fhka ‘와/과’ f,aLkfha§ Ndú;d 

lrhs'

· 가: 지금 뭐 해요? ±ka fudkjo lrkafka@

 나: 아침을 먹어요. 빵하고 과일을 먹어요. Wfoa lEu lkjd' mdka iy m<;=re lkjd'

· 가: 지금 혼자 살아요? ±ka ;ksjuo Ôj;a fjkafka@

 나: 아니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keye" fouõmshka iu. tlg Ôj;a fjkjd'

1)

3)

2)

4)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나: 세 명이에요.                         .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나: 세 명이에요.                         .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나: 세 명이에요.                         .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나: 네 명이에요.                         .

아내, 아들

할머니, 형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보기

2.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WodyrKh foi n,d foni iïmQ¾K lrkak'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áhso@ 

나:  세 명이에요. 남편하고 딸이 있어요.   

 ;=ka fofkla isáhs' iajdñmqreIhd iy ÿfjla isáhs'
남편, 딸

정답   1) 아내하고 아들이 있어요   2)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요

 3) 할머니하고 형이 있어요   4)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가 있어요

정답   1. 열쇠하고 지갑이 있어요  2. 오빠하고 언니가 있어요

1.

                                   .

2.

                                   .
오빠 언니

문법 1  ixjdoh 1 하고 G09-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하고’ iy ‘와/과’

‘하고’ iy ‘와/과’ kdumohla ;j;a kdumohla iu. iïnkaO ùul§ fyda lsishï jevla 

tl;=ù lrk njla y.jhs ‘하고’ m%Odk jYfhka jdÑl NdIdfõ§ Ndú;d lrk w;r ‘와/과’ 

fndfyda úg ,sÅ; NdIdfõ§ Ndú;d lrhs' l:djla mj;ajk úg fyda bÈßm;a lsÍula lrk 

úg jeks ks, wjia:jl§ úêu;a f,i l:dl, hq;= úg § ‘와/과’ Ndú;d lrhs'

‘하고’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iakï WodyrK foi n,d jdlHh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o@ mska;+r foi n,d ‘하고’ Ndú;d lrñka jdlH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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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ixjdoh 2
Track 32

정답   1. 스무 살이에요.  2. 아니요, 없어요.

1. 리한 씨 여동생은 몇 살이에요? ßydka uy;df.a kx.Sg jhi lSho @ 

2. 리한 씨 여동생은 남자 친구가 있어요? ßydka uy;df.a kx.Sg fmïjf;la isákjdo@ 

투안  이 사람이 리한 씨 여동생이에요?
 fï mqoa.,hd ßydka uy;df.a kx.So @ 

리한 네, 맞아요. 제 여동생이에요.
 Tõ" yß' uf.a kx.Shs' 

투안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kx.S f.dvla ,iaikhs' oeka jhi lSho @ 

리한 스무 살이에요.
 wjqreÿ 20la fjkjd' 

투안 여동생은 남자 친구가 있어요? 
 kx.Sg fmïjf;la isákjdo@ 

리한 아니요, 없어요.
 keye" fkdisáhs' 

이 fï 

l:d lrk mqoa.,hdg iómfha 

;sfnk fohla ms<sn| m%ldY 

lrk úg 

·이 사람은 회사원이에요.

  fï mqoa.,hd ld¾hd, 

fiajlfhla' 

 ·저는 이 책을 읽어요.

   uu fï fmd; lshjk jd' 

제   uf.a

i¾jkdu ‘저^uu&’  iy kdu 

mohlg miqj fhdok ‘의

^f.a&’ tl;= ù iEfok 저의" 

fláfldg ‘제^udf.a&’ f,i 

Ndú;d lrkak;a mq¿jka

·이게 제 가방이에요.

 fuh uf.a nE.hhs' 

 ·제 여동생은 선생님이에요.

 uf.a kx.S .=rejßhla' 

Tip	나이를 묻고 대답하기 jhi úuid ms<s;=re iemhSu 

1) 투안: 민수 씨 아들은 몇 살이에요? ñkaiq uy;df.a mq;df.a jhi lSho @ 

 민수: 세 살이에요. wjqreÿ 3hs' 

2) 투안: 민수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ñkaiq uy;df.a jhi lShla fjkjdo @  

 민수: 서른 두 살이에요. wjqreÿ ;sia folhs' 

3) 투안: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d;a;df.a jhi lShla fjkjdo @  

 민수: 예순 살이세요. wjqreÿ yeghs' 

;=jdka uy;d iy ßydka uy;d mjqf,a PdhdrEmhla foi n,ñka ixjdohl 

fh§ isáhs' ;=jdka uy;d ßydka uy;df.a kx.S .ek m%Yak lrhs' m<uqj 

ixjdoh fojrla ijka § wkq.ukh lrñka kej; lshjkak '

hful=f.a jhi .ek úuiSug Ndú;d lrk m%ldY lsysmhla ;sfí'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jeäysáhkaf.ka jhi .ek úuiSug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Ndú;d lrhs' ‘연세’ hkak ‘나이’ 

jhi hk w¾:fhka" úuik flkdg jvd jhiska jeä flfkl= i|yd Ndú;d lrhs'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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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다 

is;a.kakd iq¿hs$rij;a

친절하다 

lreKdjka;hs

• 영화를 봐요. 아주 재미있어요. 
 Ñ;%mghla krUk jd' tal yßu úkaokShhs'

•  수피카 씨는 친절해요. 할아버지를 도와줘요.
 iqmsld fukúh lreKdjka;hs' iShdg Woõ lrkjd'

똑똑하다 

keKjka;hs

활발하다 

l%shdYS,shs

•   제 동생은 똑똑해요. 수학을 잘해요.  

uf.a u,a,S keKjka;hs' .Ks;h fyd¢ka lrhs'

•  저는 활발해요. 운동을 좋아해요. 

 uu l%shdYS,shs' l%Svd j,g leu;shs'

얌전하다 
m%ikakhs

부지런하다 
läirhs

•    동생은 얌전해요. 책 읽기를 좋아해요. 
uf.a u,a,S m%ikak flfkls' fmd;a lshùug leu;shs'

•  리한 씨는 낮에 일해요. 밤에 공부해요. 아주 부지런해요.
   ßydka uy;d Èjd ld,fha§ /lshdj lrhs' rd;%sfha§ 

wOHdmkh ,nhs" Tyq b;d läirhs' 

•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 
 kx.S f.dvla ,iaikhs'

•  제 남자 친구가 멋있어요. uf.a fmïj;d lvjiï'

•  이 여자는 키가 커요. 그리고 날씬해요.
  fï .eyeKqflkd Wiska jeähs' tfukau flÜgqhs'

•  저는 조금 뚱뚱해요. 매일 운동을 해요.
  uu álla ;rndrehs' iEu Èklu jHdhdï lrkjd'

예쁘다 ,iaikhs

날씬하다 flÜgqhs

키가 크다 Wiska jeähs

멋있다 lvjiï

뚱뚱하다 ;rndrehs

키가 작다 Wiska wvqhs

•   제 친구는 농구 선수예요. 키가 커요.
  uf.a ñ;=rd meismkaÿ l%Svlfhla' Wiska jeähs'

•   이 아이는 다섯 살이에요. 키가 작아요.
  fï orejdf.a jhi wjqreÿ myhs' Wiska wvqhs'

㉠ 예쁘다 ㉢ 키가 크다㉡ 멋있다 ㉣ 키가 작다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2  jpk ud,dj 2 외모와 성격 fmkqu iy fm!reI;ajh 

fldßhdfõ§ fmkqu iïnka|fhka jk is;=ú,s ms<sn| lskï m%ldY we;aoehs 

úuid n,uq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106  09 가족이 몇 명이에요? 09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áhso@  107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 foi n,d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ixjdoh iïmQ¾K lrkak' 

보기 가: 투안 씨는 어디에 있어요? ;=jdka uy;d fldfya isáhs o @ 

나: 집에 있어요.  ksjfia isáhs'

1) 가: 리한 씨는 어디에 있어요?

나:                                    .

가: 형은 어디에 살아요?

나:                                    .

가: 여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나:                                    .

가: 누나는 어디에 가요?

나:                                    .

2)

3) 4)

정답  1) 식당에 있어요  2) 한국에 있어요  3) 베트남에 살아요  4) 회사에 가요

ia:dkhla fyda ÈYdjla yÕjk kdumohlg iïnkaO fldg lsishï ia:dkhl mqoa.,fhl= 

isák nj fyda NdKavhla ;sfnk nj m%ldY lrhs' ;jo ‘가다^hkjd&’" ‘오다^tkjd&Z jeks l%shd 

mo iuÕ fhfok w;r l%shdldrlu isÿjk wdldrh fyda wruqKq ia:dkho m%ldY fõ'  

· 리한 씨는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ßydka uy;d ±ka ld¾hd,fha' 

· 책이 책상 위에 있어요. fmd; fmd;a fïih Wv' 

· 저는 내일 시장에 가요. uu fyg fmd<g hkjd' 

문법 2  ixjdoh 2 에 G09-2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입이 짧아요. fndfyda fihska f;dard n,d wdydr .ekSu '

가: 리한 씨는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요. 

 ßydka uy;d wdydr ksid m%Yakhlg uqyqK §,d jf.a'

나: 네, 입이 짧아요. Tõ" fndfyda fihska f;dard n,d wdydr .kak flfkla'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ia:dkfha ‘에’ iy fõ,dfjys ‘에’

‘에’ hkq kdu mohla msgqmiska iïnkaO ù lsishï jia;=jla fyda mqoa.,fhla isák $mj;sk 

ia:dkh fmkaúh yels jHdlrKhls' tfukau ld,h ms<sìUq jk kdumohla msgqmi ,sùfuka 

l%shdj isÿ jk ld,h i|yka l< yels jHdlrKhls'

·식당에 사람이 많아요. 

·여섯 시에 일이 끝나요. 

‘에’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WodyrKh foi n,d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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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말에 하세요. ksjerÈ jpk u;  f,i ,l=Kq lrkak' 

(1) 가족이 모두
 세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2) 아버지는
 베트남에 

 필리핀에
살아요.

(3) 아버지 연세는
 60살이세요.

 70살이세요.

퀴즈 m%fya,sldj

보기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ào@

나: 아버지, 어머니, 저, 세 명이에요. ;d;a;dhs" wïuhs" uuhs ;=kafofkls' 

가: 아버지는 어디에 살아요? ;d;a;d fldfyao Ôj;a jkafka@ 

나: 베트남에 살아요. úhÜkdufha Ôj;a jkafka' 

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jhi lShla fjkjdo @ 

나: 일흔 살이세요. wjqreÿ ye;a;Ejhs' 

가족에 대해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jq, ms<sn|j  WodyrKfhka fmkajd oS we;s whqßka l;d lr n,kak '

정답   (1) 세 명이에요.  (2) 베트남에  (3) 70살이세요.

활동  l%shdldrlï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ào@ ish¨u fokd fldfyao Ôj;a jkafka@ 

tfukau fouõmshkaf.a jhi lShla fjkjdo @ WodyrKfhys ixjdoh lshjd my; 

m%Yakj,g ms<s;=re fo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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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w¾:h ;yjqre lSÍu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ysia ;ekg iqÿiq jpkh ,shkak '

(1) 한국어는 높임말하고  이 있습니다. 

 fldßhdfõ Wiia$f.!rjkSh NdIdj iy ^idudkH l:d lrk NdIdj&la we; '

(2) ‘네/예’의 반말은 입니다.  

 ‘네$예’ hkafkys f.!rj fkdlr idudkHfhka l;d lrk l%uh ^ & fjhs' 

(3) ‘미안해’의 높임말은    입니다.	

	 ‘미안해’	hkafkys f.!rjd¾:fhka l;d lrk l%uh	^    &fjhs'

정답  (1) 반말  (2) 응  

 (3) 미안해요

높임말 

f.!rjd¾:fhka l;d lrk l%uh

반말 
f.!rj fkdlr idudkHfhka l;d lrk l%uh

w¾:h

네/예 응 Tõ $ Tõ   Tõ

아니요 아니 ke; $ kE

고마워요 고마워 ia;+;sjka;hs $ ia;=;shs

미안해요 미안해 iudjkak $ iudfjkak

있어요 있어 ;sfnkjd$isákjd   ;sfí$isà

먹어요  먹어 wkqNj lrkjd $ lk jd

자요 자 ksokjd $ ksod.kakjd

한국어에는 높임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보통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합

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

도 처음 만난 사람이나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자신

보다 나이가 많아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반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fldßhdfõ f.!rjd¾:fhka l;d lrk l%uh iy f.!rj fkdlr idudkHfhka l;d lrk l%uh 

f,i fohdldrhla we; ' idudkHfhka ;ukag jvd jhiska jeä mqoa.,hka i|yd f.!rjd¾:fhka l;d 

lrk l%uh Ndú;d lrhs' kuq;a ;ukag jvd jhiska wvq mqoa.,hka i|yd f.!rj fkdlr idudkHfhka 

l;d lrk l%uh Ndú;d lrhs' kuq;a Tng jvd jhiska wvq mqoa.,hl= jqjo m<uq j;djg yuqjkafka 

kï f.!rjd¾:fhka l;d lrk l%uh Ndú;d lsÍu jvd iqÿiq fõ' fï w;r ;ukag jvd jhiska jeä 

mqoa.,hka jqjo Tng b;d ióm iïnkao;djla ;sfhk mqoa.,hka i|yd f.!rj fkdlr idudkHfhka l;d 

lrk l%uh Ndú;d lrk wjia:d;a we; '

높임말 

f.!rjd¾:fhka l;d lrk l%uh

반말 

f.!rj fkdlr idudkHfhka l;d lrk l%uh 

높임말과 반말  
f.!rjd¾:fhka l;d lrk l%uh iy f.!rj fkdlr idudkHfhka l;d lrk l%uh 

문화  ixialD;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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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가족이에요.     ② 네 명이에요.

 ③ 가족이 있어요.  ④ 한국에 살아요.

5. ① 학교에 가요.   ② 동생이 있어요.

 ③ 학교에 있어요.  ④ 제 동생이에요.

fyd¢ka ijka§  ijka ÿka wka;¾.;h yd iïnkaOhla we;s mska;+rh f;darkak'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Track 33

3.  ①   12살  ②   22살  ③   32살  ④   42살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my; oelafjkafkaa .e,fmk ms<s;=r f;aÍfï m%Yakhs' ixjdoh ijka §ug fmr 

ms<s;=re j, w¾:h tla jrla fydÈka úuid n,kak'

wxl 1 iy wxl 2 mqoa.,hka lS fofklao hkak f;aÍfï m%Yakhs' tfukau wxl 3 

jhig ijka § ksjerÈ jpkh fidhk m%Yakhls' fyd¢ka ijka § ksjerÈ mska;+rh 

fyda jpkh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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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네 명 y;r fofkla 

2. 여: 다섯 명 mia fofkla

3. 남: 스물두 살 wjqreÿ úis folhs 

4. 여: 가족이 몇 명이에요? mjqf,a idudðlhka lS fofkla isào@

5. 남: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nd, ifydaoßh	 $ ifydaorhd fldfya isào@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②  5. ③

정답  1. ②  2. ②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állska ÿrl:k weu;=ula fokakï'

가: 여보세요? 리한 씨 바빠요? fyf,da @ ßydka uy;d ld¾hnyq,o@                                    

나: 네, 좀 바빠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Tõ" álla ld¾hnyq,hs' állska ÿrl:k weu;=ula fokakï'

1. 남: 저는 스무 살이에요. ug wjqreÿ úiaihs'

2. 남: 동생이 몇 명이에요? nd, ifydaor	$ ifydaoßhka lS fofkla isákjd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1.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fyd¢ka ijka § ijka ÿka wka;¾.;hg iïnkaO foaa f;darkak' 

 ① 10살 ② 20살 ③ 30살 ④ 40살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 .e,fmk ms<s;=r f;darkak'

 ① 학생이에요. ② 2명 있어요.   

 ③ 회사에 가요. ④ 한국에서 일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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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동생이 많아요. ② 아버지가 없어요.

③ 할머니가 있어요. ④ 가족이 세 명이에요.

2. ① 누나는 키가 커요. ② 누나는 회사에 가요.

③ 누나는 한국에 살아요. ④ 누나하고 형이 있어요.

3. ① 여동생이 없어요. ② 여동생이 예뻐요.

③ 여동생이 집에 없어요. ④ 여동생이 두 명이에요.

4.
 

가: 여동생이 있어요? ke.Kshla isákjdo@ 

나: 아니요,                          . keye fkdisáhs' 

     ① 예뻐요  ② 작아요  ③ 없어요  ④ 있어요

5.

 

가: 가족이 어디에 살아요? mjqf,a wh fldfyao isákafka@ 

나:    아버지                            어머니는 필리핀에 살아요.   

;d;a;d iy wïud ms,smSkfha isákafka'

     ① 가      ② 에      ③에서     ④ 하고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③  5. ④

bf.k .;a oE isyshg k.ñka my; m%Yak úi|kak' wxl 4 jpk iïnkaO m%Yakhla 

jk w;r wxl 5 jHdlrK iïnkaO m%Yakhla fõ'

wxl 1 mjqf,a mska;+rh n,d ksjerÈ jdlH f;dark m%Yak jk w;r wxl 2 iy 

wxl 3 yevrej ms<sìUq jk fhÿï fiùfï m%Yakhs' mska;+r n,d .e,fmk jdlH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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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③  3. ④  4. ②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Bg .e,fmk jdlH f;darkak'

1.  
① 제 친구는 키가 커요. ② 제 친구는 조금 뚱뚱해요.

  ③ 제 친구는 키가 작아요. ④ 제 친구는 정말 똑똑해요.

2.  
① 동생은 얌전해요. ② 동생은 친절해요.

  ③ 동생은 활발해요. ④ 동생은 부지런해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가: 할샤 씨 아버지는                     ? y¾Id uy;añhf.a mshdf.a jhi lSho@

나: 일흔 살이세요. wjqreÿ ye;a;Ejhs'

 ① 어디에 살아요  ② 지금 뭐 하세요 

 ③ 가족이 몇 명이에요  ④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

 

투안 씨는 매우                      사람입니다. 항상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고, 근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합니다.

;=jdka uy;d f.dvla läir mqoa.,fhls' iEu úg§u fõ,dikska jevg weú;a jev 

l,ska iQodkï lr, jev lrk wjia:djkayS§;a Wkkaÿfjka fyd¢ka jev lrhs'

 ① 똑똑한 ② 부지런한 ③ 멋있는 ④ 재미있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야" 여" 요" 유" 예" 얘" 와" 워" 의" 위" 외" 왜" 웨 hkqfjka ixhqla; iajr 13 la 

;sfí' 

(1) 야, 여, 요, 유, 의, 위

(2) 와, 워, 외, 왜, 웨

(3) 우유, 여우, 이유, 예의

발음 WÉpdrKh 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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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ld,.=Kh iy ia:dkh úuid ms<s;=re iemhSu  

□jHdlrK  Ndú;h ioyd Wmfoia -았/었-, 에서

□ jpk Ndú;h ioyd Wmfoia  Èkh" oji" ia:dkh iy l%shdldrlï 

□ ixialD;sl f;dr;=re	 fldßhdkq ksjdvq Èk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Bfha mqia;ld,fha isg fldßhdkq NdIdj bf.k .;a;d

1.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jdka uy;d fldßhdjg meñKsfha ljodo@ 

2.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iqre uy;añh fldßhdjg meñKsfha ljodo@

정답   1. 2월 10일에 왔어요.  2. 작년 7월에 왔어요.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유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 십일월 십이월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일일 이일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 팔일 구일 십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이십일일 이십이일 이십삼일 이십사일 이십오일 이십육일 이십칠일 이십팔일 이십구일 삼십일 삼십일일

Tip	날짜 Èkh    ◯월 ◯일 

수루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jdka uy;d ljodo fldßhdjg meñKsfha@ 

투안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fï jif¾ fmnrjdß 10 fjksod fldßhdjg 

meñKshd' iqre uy;d ljodo fldßhdjg 

meñKsfha@ 

수루  저는 작년 7월에 왔어요. 
 uu fï jif¾ cq,s udifha§ meñKsfha' 

언제 ljodo $lShgo $ l=uk fj,djgo

m%Yak wkqidhrfhka yß yeá fkdokakd ldrKdjla úuiSfï§ Ndú;d lrkq ,efí'

· 언제 한국어를 공부해요? lShgo fldßhdkq NdIdj mdvï lrkafka@ 

· 수루 씨는 언제 저녁을 먹어요? iqre uy;añh lShgo rd;%S lEu lkafka@ 

월, 일 udih" Èkh 

Èkhla m%ldY lsÍfï§" udih  

‘월’ f,i;a Èkh ‘일’ f,i;a 

olajkq ,nhs

· 오늘은 9월 7일이에요. 

wo iema;eïn¾ ui 7 jk  

Èkhs' 

· 저는 3월 1일부터 회사에 가요. 

uu ud¾;= udifha 1 jk Èk 

isg wdh;khg hkjd'

대화 1  ixjdoh 1
Track 34

my; we;af;a iqre uy;añh iy ;=jdka uy;d w;r ixjdohhs' fuu mqoa.,hka 

fofokd fldßhdjg meñKsfha ljodo hkak tlsfkldf.ka úuiñka isáhs' 

m<uqj ixjdohg fojrla ijka § wkq.ukh lrkak'

fyd¢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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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Bfha 오늘 wo 내일 fyg

지난주 miq.sh i;sh 이번 주 fï i;sh 다음 주 B<Õ i;sh 

주중 i;sfha Èk 주말 i;s wka;h

지난달
miq.sh udih

이번 달 fuu udih

다음 달
B<Õ udih

uehs udih2015년

작년
miq.sh jir

올해
fï jir

내년
B<Õ wjqreoao

2014년 2016년

보기

7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수요일이에요.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운동했어요.

1)

2)

3)

4)

가: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친구하고 뭐 했어요?                        

나: .

가: 5월 5일에 뭐 했어요?                       

나: .

운동하다

텔레비전을 보다

친구를 만나다

저녁을 먹다

쉬다

1) 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2) 가: 3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3) 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4) 가: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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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ud¾;= udih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 n,d WodyrKh mßÈ ixjdoh iïmQ¾K lrkak'

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wo oji ljodo@

나: 수요일이에요. nododhs'

1) 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3) 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2) 가: 어제는 무슨 요일이에요?

    나:                                        .

4) 가: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정답   1) 목요일이에요  2) 화요일이에요  3) 삼월 십일이에요  4) 삼월 십삼일이에요

ld,h ms,sn|j ioyka lsÍfï§ ld, igykg bÈßfhk ‘에’ fhdokq ,efí'  kuq;a ‘어제’ ^Bfha& ‘오늘’ 

^wo& ‘내일’ ^fyg& ‘올해’ ^fï jif¾& ‘언제’ ^ljoo& hk ld, úfYaIK j,g miqj ‘에’ fhdokafka ke;'

Tip	시간 부사 ld, úfYaIK

어휘 1  jpk ud,dj 1 날짜와 요일 Èk iy ojia

wo l=uk udifha l=uk Èkho@ l=uk ojio@ Èk iy ojia m%ldY lrk 

wdldrh úuid oek .ksuqo@

by; oelafjk jpkh ud,dj foi fkdn,d .eg¨j úi£ug W;aidy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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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어제                              . 2. 주말에                              .

7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수요일이에요.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운동했어요.

1)

2)

3)

4)

가: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친구하고 뭐 했어요?                        

나: .

가: 5월 5일에 뭐 했어요?                       

나: .

운동하다

텔레비전을 보다

친구를 만나다

저녁을 먹다

쉬다

1) 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2) 가: 3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나: .

3) 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4) 가: 이번 주 토요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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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 n,d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ixjdoh iïmQ¾K lrkak'

가: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

가: 친구하고 뭐 했어요?

나:                                        .

가: 일요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5월 5일에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Bfha fudkjo lf,a@

나: 운동했어요.  l%Svd l,d'

1)

4)

텔레비전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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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를 만나다

쉬다

운동하다

‘-았/었-’ hkak l%shdmohl fyda l%shd úfYaIKhl msgqmiska iïnkaO lr w;S; ld,h hkak 

m%ldY m%ldY lsÍug fhdod .kS' l:kfha§" jdlHfhka m%ldY lrk wjia:dj fyda isÿùu 

±kgu;a isÿù wjidk nj yeÕfõ'

ㅏ, ㅗ → -았어요 ㅓ, ㅜ, ㅣ wd§ → -었어요 하다 → 했어요

가다 → 갔어요

보다 → 봤어요

먹다 → 먹었어요

읽다 → 읽었어요

공부하다 → 공부했어요

운동하다 → 운동했어요

· 친구하고 시장에 갔어요. ñ;=rd iuÕ fmd<g .shd' 

·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wdmkYd,dfõ§ oyj, lEu lEjd' 

· 기숙사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fkajdisld.drfha§ fldßhdkq NdIdj mdvï l,d' 

정답    1) 텔레비전을 봤어요  2) 친구를 만났어요  3) 저녁을 먹었어요  4) 쉬었어요

정답    1. 커피를 마셨어요  2. 요리했어요 

문법 1  ixjdoh 1 -았/었- G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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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녁을 먹다

7:00p.m

w;S; ld, iajrEmfha Ndú;h .ek wjfndaO jqKd fkao@ tfiakï WodyrK foi 

n,d jdlHh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o@ mska;+r foi n,d  w;S; ld,h Ndú;d lrñka jdlH 

iïmQ¾K lrkak'



116  10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10 Bfha mqia;ld,fha isg fldßhdkq NdIdj bf.k .;a;d  117

리한 투안 씨, 어제 뭐 했어요?
 ;=jdka uy;auhd Bfha fudkjo lf<a@

투안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리한 씨는 어제 뭐 했어요? 

  hd¨jd iuÕ mß.Kl ldurfha^bkag¾fkÜ 

lef*a& isg mß.Kl l%Svd l,d' 

ßydka uy;d Bfha fudkjo lf<a@ 

리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mqia;ld,h ;=, fldßhdkq NdIdj bf.k 

.;a;d'

하고 iy

hïlsis l%shdjla fyda jevla tlg 

tl;= ù lrk nj oelaùfï§ 

Ndú;d lrhs' fndfyda wjia:dj,oS  

‘같이’ iu. Ndú;d lrkq ,efí'

·  저는 리한 씨하고 한국어를  

배워요.

  uu ßydka uy;auhd iuÕ 

fldßhdkq NdIdj bf.k 

.kakjd'

· 동생하고 같이 저녁을 먹어요. 

ifydaorhd iuÕ rd;%s wdydrh 

.kakjd'

‘게임을 했어요’ hkak ‘게임했어요’ f,i Ndú;d lrhs" fldßhdkq NdIdj ;=,  l%shdmo  fuf,i 

Ndú;d lrk wjia:d fndfydauhla ;sfí'

·공부를 하다 → 공부하다 ·운동을 하다 → 운동하다

·노래를 하다 → 노래하다 ·쇼핑을 하다 → 쇼핑하다

·전화를 하다 → 전화하다 ·게임을 하다 → 게임하다

·요리를 하다 → 요리하다 ·일을 하다 → 일하다

Tip	‘하다’ 동사 ‘하다’ l%shd moh 

1. 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 ;=jdka uy;auhd Bfha fudkjo lf<a@

2. 리한 씨는 도서관에서 뭐 했어요? ßydka uy;auhd mqia;ld,fha isg fudkjo lf<a@

정답    1.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  2.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대화 2  ixjdoh 2
Track 35

ñkaiq uy;d iy ;=jdka uy;d Bfha l=ula l,do hkak tlsfkld iuÕ l;d 

lrñka isáhs' fuu mqoa.,hska fofokd Bfha l=ula lf,ao@ uq,skau fojrla 

ixjdohg ijka§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fldßhka NdIdfõ ‘공부를 하다’" ‘운동을 하다’" ‘노래를 하다’" ‘쇼핑을 하다’" ‘요리를 하다’" ‘게임을 

하다’ wdÈh ‘kdu moh N + 을$를 + 하다’ iajrEmfhka olajk l%shd mo fndfydauhls' 

kuq;a by; l%shd mo ,sùfï§ ‘을$를’ Ndú;d fkd lrhs' tu ksid ‘공부를 하다’, ‘공부하다’

f,i ,shkq ,ef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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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 백화점㉡ 커피숍 ㉣ 영화관

• 공원에서 산책해요.  
WoHdkfha weúÈkjd' 

•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요.  

커피를 마셔요.  
fldmsfIdma tfla§ ñ;=frl= yuqfjkjd'  

fldams mdkh lrkjd' 

• 서점에서 책을 사요.  
fmd;a idmamqfjka fmd;a ñ,§ .kakjd'

•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mqia;ld,fha isg fmd;a  lshjkjd' 

fldßhdkq NdIdj bf.k .kakjd' 

•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idmamq ixlS¾Kfha isg idmamq ijdß hkjd' 

• 노래방에서 노래해요.  
lefrdls ldurfha isg .S; .dhkd lrkjd' 

• PC방에서 게임해요.  
mß.Kl ldurfha isg mß.Kl l%Svd lrkjd' 

•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Ñ;%mg Yd,dfõ isg Ñ;%mg n,kjd' 

• 기숙사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kjd;eka ldurfha isg wdydr ms<sfh< lrkjd' 

서점
fmd;ay,

커피숍
fldamsy,

도서관
mqia;ld,h

공원
WoHdkh

책을 읽다
fmd;a 

lshjkjd

한국어를 
공부하다

fldßhdkq NdIdj  
bf.k .kakjd

친구를 만나다
ñ;=frl= 

yuqfjkjd

산책하다
weúÈkjd

게임하다
l%Svd lrkjd

음식을 만들다
wdydr ms<sfh< 

lrkjd

노래하다
.S; .dhkd 
lrkjd

영화를 보다
Ñ;%mg n,kjd

쇼핑하다
idmamq ijdß hkjd 
$ fIdmska lrkjd

노래방
iskaÿ ldurh

백화점
idmamq 

ixlS¾Kh

영화관(극장)
Ñ;%mg Yd,dj

PC방
mß.Kl 

ldurh 

① ② ③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2  jpk ud,dj 2 장소와 동작	ia:dk iy l%shdjka

my; i|yka ia:dkj,oS lrkafka fudkjd oehs oek .ksuqo@

by; bf.k.;a ia:dk ms<sn| jpk kej; jrla u;la lrñka m%Yak j,g 

ms<s;=re imhkak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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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2)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3)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4)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보기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 n,d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ixjdoh iïmQ¾K lrkak'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1) 2)

3) 4)

   10과_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79

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노래방

커피숍

백화점

영화관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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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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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노래방

커피숍

백화점

영화관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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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제 뭐 했어요? Bfha fudkjo lf<a@

나: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WoHdkfha weúÈug .s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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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노래방

커피숍

백화점

영화관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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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2  ixjdoh 2 에서 G10-2

‘에서’ hkak kdu mohlg miqj fhfok w;r l%shdjla fyda isÿùula isÿjk ia:dkh m%ldY 

lrhs'

· 가: 어디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fldßhdkq NdIdj mdvï lrkafkaa@ 

    나: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mqia;ld,fha§ mdvï lrkjd' 

· 가: 어디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fldfya§o ñ;=rkaj yuqjQfha@

    나: 영화관에서 만났어요. Ñ;%mgYd,dfõ§ uqK.eyqkd'

· 가: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fomd¾;fïka;= ixlS¾Kfha fIdmska l,do@

    나: 아니요, 시장에서 쇼핑했어요. keye" fmdf<ka nvq .;a;d'

 ia:dkh ‘에’ iy ‘에서’ 

‘에’ iy	‘에서’	ia:dk kduhka msgqmiska fhdokq ,efí' ‘에’ mqoa.,hl= fyda jia;=j msysgd we;s 

ia:dkh olaùug Ndú;d lrk w;r	‘에서’ l%shdjla isÿjk ia:dkh ioyka lsÍfï§ Ndú;d fõ'

·투안 씨는 한국에 있어요. (O) 투안 씨는 한국에서 있어요. (X) 

·투안 씨가 운동장에 축구를 해요. (X)  투안 씨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O)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마음에 들어요.  leu;shs $ ys;g w,a,kjd' 

가: 이 잠바 어때요? fuu lndh fldfyduo@

나: 마음에 들어요. uu thg leu;shs'

‘에서’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iakï WodyrKh foi n,d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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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말에 하세요. ksjerÈ jpk u;  f,i ,l=Kq lrkak' 

1. 내일은 5월 17일이에요. fyg uehs ui 17 jkodh'  네      아니요 

2.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를 봐요. fuu i;sfha fikiqrdod Ñ;%mghla krUkjd'  네      아니요 

3. 주말에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네      아니요 

 i;s wka;fha idmamq ixlS¾Kfha isg idmamq ijdß .shd'

4. 다음 주 화요일은 5월 21일이에요. ,nk i;sfha wÕyrejdod  uehs 21 jk Èkh'    네      아니요 

이번 달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어요? 달력을 보면서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fuu udifha fldfya isg fudkjo lf<a@ Èk o¾Ylh n,d ñ;=rd iuÕ l;d lrkak'

정답   공원

정답    1. 네  2. 아니요  3. 아니요  4. 네

8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이번 달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어요? 달력을 보면서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What did you do this month? Where did you do it? Looking at the calendar, tell your stories to your friends. 

친구 이름 날짜 장소 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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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영화관

오늘

uehs udih

활동  l%shdldrlï 

✚   다음 단어를 보고 생각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my; oelafjk jpk neÆúg isyshg kef.k ia:dkh l=ulao@ 

나무 벤치 운동 산책 ?

퀴즈 m%fya,sldj

by; Èk o¾Ylh n,d my; m%Yak j,g ms<s;=re ,nd fo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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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휴일  fldßhdfõ cd;sl ksjdvq Èk

•  신정 w¨;a wjqreoao

 Èk o¾Ykh wkqj kj jif¾ m<uq Èk'

•   설날 fldßhdkq w¨;a wjqreoao  

   fldßhdjg m%Odk ksjdvq  w;ßka tlls' mjq, iy 

kEoEhka tl;= ù uq;=ka ñ;a;ka kueo kj jif¾ 

tlsfkldg wdpdr lrk Èkhhss'

•  삼일절   udkj ksoyia Èkh

   cmdkfha hg;a úð; md,khg tfrysj iajdëk 

fmr<sh we;s jQ ud¾;= 1 jeks Èk iurk ,o rcfha 

ksjdvq Èkhls'

•  근로자의 날 lïlre Èkh 

  lïlrejkaf.a Y%ufha jeo.;alu oek .ekSu iy 

lïlrejka Èßu;a lsÍu i|yd ks¾udKh jQ Èkhhs' 

•  어린이날 <ud Èkh

   orejkaf.a fi!LH iy ika;Dma;shg wdYs¾jdo lsÍu 

ioyd ks¾udKh  jQ Èkhls' 

•  석가탄신일 fjila Èkh

 nqÿkaf.a ckau Èkh iurk Èkhhs' 

•  현충일 wkqiaurK Èkh

   fldßhdj fjkqfjka Èú ms¥ fid,aodÿjka iy fmd,Sia 

ks,OdÍka ieuÍfï Èkhhs'   

•  광복절 ksoyia Èkh 

   fldßhdj cmka hg;aúð; md,kfhka  iajdëk jQ 

Èkh ieuÍu ^cd;sl ksjdvq Èkhls&' 

•  추석 u<jqka ieuÍu  

   pkaø Èk o¾Ykhg wkqj wf.daia;= 15 Èk fldßhdfõ 

úfYaI ksjdvq Èk j,ska tlls' fldßhdkq jeishka 

wjqreoafoa wiajekak ,ndf.k Tjqkaf.a uq;=ka ñ;a;kag 

ia;+;s lsÍu iy idïm%odhsl wdydr" m<;=re wdydrhg 

.ekSu fuÈk isÿ lrkq ,efí'

•  개천절 cd;sl mokï Èkh

   fldßhdj uq,skau msysgqjd .;a wdldrh isysm;a lrk 

Èkhhs' 

•  한글날 yka.,a Èkh

   fiafcdx rcqka úiska fldßhdkq fydaäh ks¾udKh l, 

Èkhh'

• 크리스마스 k;a;,a Èkh 

 fhaiqia jykafiaf.a Wm; iurk Èkhhs'

신정 설날 3.1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정보  f;dr;=re 

ckjdß 
fmnrjdß

ud¾;= uehs

uehs uehs
cqks

wf.daia;=

foieïn¾Tlaf;dïn¾Tlaf;dïn¾
iema;eïn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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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Tn ijka ÿka foa f;darkak'

1.  ① 1월 2일  ② 1월 12일  ③ 2월 21일  ④ 2월 22일

2.  ① 3월 10일  ② 3월 20일  ③ 4월 10일  ④ 4월 20일

3.  ① 11월 15일  ② 11월 25일  ③ 12월 15일  ④ 12월 25일

Track 36

fyd¢ka ijka § ksjerÈ Èkh f;dard.kak'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4.  ① 작년에 왔어요.  ② 베트남에서 왔어요.

 ③ 동생이 한국에 왔어요.  ④ 친구하고 한국에 왔어요.

5.  ① 도서관이 커요.  ② 도서관에 가요.

 ③ 도서관에 없어요.  ④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my; m%Yakhg ksjerÈ ms<s;=r f;darkak' m%Yakhg ijka §ug fmr uq,skau ms<s;=re 

tlmdrla lshjd n,kak'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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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일월 십이일 ckjdß ui 12 Èk

2. 남: 사월 십일 wfm%a,a ui 10 Èk

3. 여: 십이월 이십오일 foieïn¾ ui 25 Èk

4. 남: 언제 한국에 왔어요? fldßhdjg meñKsfha ljodo@

5. 여: 어제 뭐 했어요? Bfha fudkjo lf<a@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①  5. ④

정답  1. ④  2. ③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제 생각에도 그래요. uu;a ys;kafka tfyuhs'

가:   회식도 회사 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ld¾hd, fiajlhka tlaj lEulg hEu;a ld¾hd, Ôú;fha jeo.;a fohla jdf.hs'

나: 제 생각에도 그래요. uu;a ys;kafka tfyuhs'

1. 남: 오늘은 7월 31일이에요. wo 7fjks udifha 31fjksod'

2. 남: 내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fyg oji l=ula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ijka ÿka foaa f;darkak'

 ① 내일은 7월 11일이에요. ② 내일은 7월 30일이에요.   

 ③ 오늘은 7월 20일이에요. ④ 오늘은 7월 31일이에요.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 .e,fmk ms<s;=r f;darkak'

 ① 10일이에요. ② 12월이에요.   

 ③ 화요일이에요. ④ 5시 10분이에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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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Jam 2 Sore.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한국에 왔어요? ljoo fldßhdjg wdfõ@ 

나: 작년 7월에 왔어요. .sh wjqreoafoa 7 fjks udifha wdfõ'

     ① 누가  ② 어디  ③ 무슨  ④ 언제

5.

 
가: 어제 뭐 했어요? Bfha fudlo lf,a@

나:  극장에서 영화를                           . isfkud Yd,fõ§ Ñ;%mghla kerUqjd'

     ① 갔어요  ② 봤어요  ③ 쇼핑했어요  ④ 산책했어요

my; mska;+r n,d .e<fmk jpkh fyda jdlHh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커피숍  ② 도서관

③ 노래방  ④ 백화점

2.

① 쇼핑해요.  ② 노래해요.

③ 공부해요.  ④ 게임해요.

3.

① 책을 읽어요.  ② 영화를 봐요.

③ 친구를 만나요.  ④ 음식을 만들어요.

   10과_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83

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커피숍  ② 도서관 

 ③ 노래방  ④ 백화점

2.  ① 쇼핑해요. ② 노래해요. 

 ③ 공부해요.  ④ 게임해요.

3.  ① 책을 읽어요. ② 영화를 봐요.

 ③ 친구를 만나요. ④ 음식을 만들어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한국에 왔어요?

 나: 작년 7월에 왔어요.

① 누가  ② 어디  ③ 무슨 ④ 언제

5.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극장에서 영화를 .

① 갔어요          ② 봤어요        ③ 쇼핑했어요         ④ 산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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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②  3. ③  4. ④  5. ② 

m%Yak wxl 1ka ia:dk ms<sn| lshefjk w;r m%Yak wxl 2 yd wxl 3ka p,kh 

ms<sn| ioyka fõ' mska;+rhg .e<fmk fhÿu f;darkak'

my; oelafjkafka ysia;ekg jvd;a .e,fmk ms<s;=r f;dark m%Yakhs' by; 

bf.k.;a m%Yak lsßfïoS fhdod .kakd jpk iy w;S;ld, fhÿï u;la lrñka 

m%Yakh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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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②  3. ④  4. ③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Bg .e,fmk jdlH f;darkak'

1.  
① 서점 ② 도서관

  ③ 백화점 ④ 영화관

2.  
① 게임을 해요. ② 산책을 해요.

  ③ 영화를 봐요. ④ 책을 읽어요.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3.

 

저는            에 운동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등산을 하고 일요일에는 회사 동료들과 축

구를 합니다.

uu i;s wka;fha jHdhdï lrkjd' fikiqrdog l÷ k.skak .syska bßodg ld¾hd,fha 

tlg fiajh lrk wh iuÕ mdmkaÿ l%Svdfõ fhfokjd'

 ① 내년                   ② 어제                   ③ 작년                   ④ 주말

4.

 
가: 주말에 어디에서 쇼핑했어요? i;s wka;fha§ fldfy§o idmamq ijdßfha fhÿfka@

나:                                         . 

 ① 구두를 샀어요  ② 지난주에 샀어요

 ③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④ 동생하고 쇼핑했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yqiau msglrñka WÉpdrKh lrk wdldrh wkqj w,amm%dK" uydm%dK 

iy W.=rg nr oS lrk Yío f,i  m%Odk j¾. 3la ;sfí' iycfhkau fldßhdkq NdIdj 

okakd fldßhdkqfjda uQ,sl iajrEmh jk ㅂ" ㅃ" ㅍ hkd§ Yío myiqfjka fjka fldg 

y÷kd.ekSug olaI jqj;a fldßhdkq NdIdj bf.k.kakd YsIHhkag fuu jH[ck ;%s;ajfhys 

Yíohka fjka fldg y÷kd.ekSu myiq fkdfõ' ㄷ" ㄸ" ㅌ yd ㅈ" ㅉ" ㅊ hk wËr WÉpdrK 

lrk úg;a uq,skau fldßhdkq NdIdj bf.k .kakd isiqkag fï yd iudkj Yíohka fjka 

fldg y÷kd.ekSfïoS ;rula wmyiq úh yelsh¡

(1) ㅂ, ㅃ, ㅍ : ㄷ, ㄸ, ㅌ : ㄱ, ㄲ, ㅋ : ㅈ, ㅉ, ㅊ (2) 바, 빠, 파 : 다, 따, 타 : 가, 까, 카 : 자, 짜, 차

(3) 보, 뽀, 포 : 도, 또, 토 : 고, 꼬, 코 : 조, 쪼, 초 (4) 사자, 기차, 커피, 포도, 도토리, 토끼, 코끼리

발음 WÉpdrKh 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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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NdKav ñ,§ .ekSu 

□jHdlrK  Ndú;h ioyd Wmfoia 주세요, -아/어 주세요

□ jpk Ndú;h ioyd Wmfoia  m<;=re iy wdydrmdk" uqo,a u; NdKav  

ñ,§ .ekSu 

□ ixialD;sl f;dr;=re	 we÷ï 

주인 어서 오세요. 
 idorfhka ms<s.kakjd'

투안 안녕하세요?
 wdhqfndajka@  

 이 사과 얼마예요?
 fï wem,a lSho@ 

주인 이천 원이에요.
 fjdka 2000la fjkjd'

투안 다섯 개 주세요.
 f.ä myla fokak'

11 사과 다섯 개 주세요
wem,a f.ä myla fokak

1. 사과가 얼마예요? wem,a lSho@

2. 투안 씨는 사과를 몇 개 샀어요? ;=jdkaa uy;d wem,a lShla ñ,g .;a;do@

정답   1. 이천 원이에요.  2. 다섯 개 샀어요.

대상에 따라서 세는 단위 명사가 달라집니다. úúO jia;=ka j,g wkqj úúO .Kkh lsÍfï tall Ndú;d lrhs'

·사과, 오렌지, 우유 wem,a" fodvï" lsß : 개 ^f.ä& tlla" f.ä folla" f.ä ;=kla" ''' (한 개, 두 개 , 세 개 , … ) 

· 포도, 바나나, 꽃 ñÈ" flfi,a" u, : 송이 ^fmdl=re& tlla" fmdl=re folla" fmdl=re ;=kla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 ) 

·수박, 배추 flduvq" Ök f.dajd : 통 ^f.ä& tlla" folla" ;=klaa (한 통,  두 통, 세 통, …   )

·물, 맥주 j;=r" ìh¾ : 병 ^fnda;,a& tlla" folla" ;=kla (한 병, 두 병, …  )  

·커피, 주스 fldamS" cQia^hqI& : 잔 ^fldamam& tlla" folla" ;=klaa (한 잔, 두 잔, … )  

·밥, 국, 반찬 n;a" iqma" jHxck : 그릇 ^§is& tlla" folla" ;=kla (한 그릇 , 두 그릇, …)

Tip	 단위 명사 1  .Ksk kdumo 1

어서 오세요 
idorfhka ms<s.kakjd 

fj<|ie<g meñfKk 

.kqfokq lrejka 

i;=áka ms<s.ekSfï§ 

Ndú;d lrhs'

원 fjdka

fldßhdkq uqo,a tallh

100 fjdka ‘백 원[배권]’, 1000 fjdka 

‘천 원[처눤]’, 10000 fjdka ‘만 원[마

눤]’, 100000 fjdka ‘십만 원[심마눤]’

hkqfjka mjihs'

대화 1  ixjdoh 1
Track 37

my; oelafjkafka m<;=re fj<| ie,l we;sjk ixjdohls' ;=jdkaa fj<|ie,a 

ysñlref.ka wem,a j, ñ, .Kka úuiñka isáhS' m%:ufhka ixjdoh fojrla 

ijka §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eg¿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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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과일과 식료품 Fruit and food

문법 1 주세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를 달라는 요청이나 명령을 나타낸다. 물건을 살 때 자주 사용한다.

1) 가: 물 주세요.

나: 네. 여기요.

2) 가: 오렌지 다섯 개 주세요. 얼마예요?

나: 만 원입니다.

3) 가: 뭘 드릴까요?

나: 빵하고 우유 주세요.

주세요 attached to a noun, is used to 
politely request or politely command 
something. It  is  of ten used for 
purchasing items.

사과 오렌지 포도 수박
apple orange grape watermelon

물 주스 우유 빵

라면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water juice milk bread

instant noodles snacks chocolate ice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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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뭘 드릴까요?

나: 사과 다섯 개 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물

빵

사과

포도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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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 사과㉡ 빵 ㉣ 포도

물
j;=r 

라면
laIKsl kQ,aâia 

주스
îu j¾. ^cQia& 

과자
ìialÜ 

우유
lsß 

초콜릿
fpdl,Ü 

사과
wem,a 

오렌지
fodvï 

포도
ñÈ 

수박
flduvq 

빵
mdka 

아이스크림
whsia l%Sï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① ③②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jpk ud,dj 1 과일과 식료품 m<;=re iy wdydr øjHh

Tn leu;s l=uk wdldrfha m<;=re yd îu j¾. j,go@ m<;=re" îu j¾. yd 

wdydr øjHh ms<sn| jk jpk úuid n,uqo@

by; jpk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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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mska;+r n,d WodyrKh wkqj jdlHh iïmQ¾K lrkak'

가: 뭘 드릴까요? fudkjo wjYH@  

나: 사과 다섯 개 주세요.  wem,a f.ä 5la fokak'

1)

2)

3)

4)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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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뭘 드릴까요?

나: 사과 다섯 개 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물

빵

사과

포도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가: 뭘 드릴까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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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요’ kdu mohlg msgqmiska fhfok w;r tu kdu moh úiska hï b,a,Sula fyda 

úOdkhla lrk wjia:djloS Ndú;d fõ' NdKav ñ,g .ekSfï§ nyq, f,i Ndú;d fõ'

· 가: 뭘 드릴까요? fudkjo ´fka@

  나: 커피 두 잔 주세요. fldams fldamam folla fokak' 

· 가: 오렌지 얼마예요? fodvï lSho@

  나: 한 개에 천 원이에요. tlla fjdka odyhs'

  가: 그럼, 오렌지 다섯 개 주세요. tfykï" fodvï 5 la fokak'

정답   1) 사과 두 개 주세요  2) 오렌지 두 개 주세요  3) 빵 네 개 주세요   4) 우유 한 개 주세요

문법 1  jHdlrK 1 주세요 G11-1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주말 잘 지내셨어요? i;s wka;h fyd¢ka .; l,do@

가: 주말 잘 지내셨어요? i;s wka;h fyd¢ka .; l,do@ 

나: 네,  고향 친구를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Tõ" .fï hy¿fjl= yuqù i;=áka .;l,d' 

‘주세요’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yukï WodyrK foi n,d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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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 ̂ rdPldrs&, 한복 ̂ ks, we÷ï" fldßhdkq idïm%odhsl we÷u& : 벌 ^lÜg,& tlhs" folhs" ;=khs  (한 벌, 두 벌, 세 벌, …) 

· 운동화 ̂ l%Svd im;a;=&, 장갑 ̂ w;a fïia&, 양말 ̂ fïia& : 켤레 ̂ me<÷ï& tlhs" folhs" ;=khs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 

·   텔레비전 ̂ rEmjdys&, 냉장고 ̂ YS;lrK&, 자동차 ̂ r: jdyk& : 대 ^NdKav& tlhs" folhs" ;=khs (한 대, 두 대, 세 대, …)

·   사람 ̂ ñksiqka&, 어린이 ̂ <uhska&, 학생 ̂ YsIHfhda&, 친구 ̂ hy¨jka& :   명 ^ñksiqka& tlaflkhs" fokakhs" ;=kafokhss  

(한 명, 두 명, 세 명, …)

·   할아버지 ^iShd&, 할머니 ^wdÉÑ&, 손님 ^mdßfNda.slhka& :   분 ^.re l,hq;= ñksiqka& tlaflkhs" fokakhs" ;=kafokhs  

(한 분, 두 분, 세 분, …)

·   고양이 ̂ mQid&, 강아지 ̂ n¨meáhd&, 생선 ̂ ud¨& : 마리 ^i;=ka& tlaflkhs" fokakhs" ;=kafokhs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 

Tip	 단위 명사 2  .Ksk kdumo 2 

리한 사장님, 이 운동화 얼마예요?
 m%OdkS;=ud" fï l%Svd im;a;= j, ñ,  

 fldfyduo@  

주인 오만 오천 원이에요.
 fjdka 55000la fjkjd'

리한 오만 오천 원요? 좀 비싸요.  
   fjdka 55000la fjkjo@ we;a;gu ñ, jeäfka'  

 깎아 주세요.
 wvq lr, fokak'

주인 그래요? 알았어요. 오만 원 주세요.
 tfyuo@ f;areKd' fjdka 50000la fokak'

그래요? tfyuo@ 

wfkla md¾Yjh m%ldY lrk 

fohg mqÿuùula isÿ jQ úg 

ydú;d lrhs' 

·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습니다.

    wo rd;%sfha ld¾hd,Sh 

ñ;=rka iuÕ wdydr 

.ekSug ;shkjd' 

 나:  그래요? 저는 약속이  

있어요.

    tfyuo@ wo ug 

fmdfrdkaÿ jQ fohla 

lrkak ;sfhkjd'

좀 fmdâvla $ álla 

‘조금’ iy ‘좀’ w¾:fhka 

iudk fõ' kuq;a ‘좀’ hkak 

‘조금’ hkafkka fjkiaj 

;j;a flfkl=f.ka Woõjla 

b,a,k úg§ fyda tlÕ;djhla 

n,dfmdfrd;a;= jk úg§ uDÿ 

f,i m%ldY lrk fhÿula f,i 

Ndú;d flf¾' 

·동생은 키가 좀 작아요.

   u,a,s fmdâvla Wiska wvqhs'

·빵하고 우유 좀 주세요.

   mdka iy lsß álla fokjo' 

대화 2  ixjdoh 2
Track 38

my; oelafjkafka mdjyka fj<| ie,l we;sjk ixjdohlss' ßydka fldmuK 

uqo,la f.jd l%Svd im;a;= ñ,§ .kSo@ uq,skau ixjdohg fojrla ijka §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정답   1. 오만 오천 원이에요.  2. 오만 원을 주고 샀어요.

1. 이 운동화는 얼마예요? fï l%Svd im;a;= j, ñ, fldfyduo@ 

2. 리한 씨는 얼마를 주고 샀어요? ßydka uy;d uqo,a lShla ,nd § ñ,g .;af;ao@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eg¿ ioyd ms<s;=re 

imhkak'

óg wu;rjo PdhdrEm" uqoaor ldâm;a" m%dia:dr .Kka lrk tallh f,i ‘장’	
Ndú;d lrhs" fmd;a" YíofldaI" iÕrd wdÈfha .Kka tallh f,i ‘권’ Ndú;d 

lrhs" ;jo mekai,a .Kka lrk úg ‘자루’ f,io .ia .Kka lrk úg ‘그루’ 
f,io Ndú;d lr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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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화폐와 물품구매 Money and purchasing goods

문법 2 -아/어 주세요

동사 뒤에 붙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동작을 부탁하는 뜻을 나타낸다.

1) 가: 봉투에 넣어 드릴까요?

나: 네, 넣어 주세요.

2) 가: 저 가방을 포장해 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3) 가: 이 운동화를 환불해 주세요.

나: 죄송합니다. 환불 기간이 지났습니다.

돈(현금) 동전 지폐 신용카드
money coin paper money credit card

값(가격) 싸다 비싸다 (값을) 깎다

넣다 싸다(포장하다) 바꾸다(교환하다) 환불하다

price tag cheap expensive to bargain

to put in to wrap up to exchange to refund

-아/어 주세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polite request or a polite command that 
someone do something for the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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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값

동전

지폐

신용카드

2. <보기>처럼 ‘-아/어 주세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어 주세요.’

1) 봉투에 넣다 →   봉투에 .                       

2) 이 빵을 포장하다 →   이 빵을 .                       

3) 이 우유를 바꾸다 →  이 우유를  .                          

4) 아침에 전화하다 →  아침에  .                          

5) 음식을 만들다 →  음식을  .                          

보기 운동화를 환불하다   → 운동화를  환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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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값

동전

지폐

신용카드

2. <보기>처럼 ‘-아/어 주세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어 주세요.’

1) 봉투에 넣다 →   봉투에 .                       

2) 이 빵을 포장하다 →   이 빵을 .                       

3) 이 우유를 바꾸다 →  이 우유를  .                          

4) 아침에 전화하다 →  아침에  .                          

5) 음식을 만들다 →  음식을  .                          

보기 운동화를 환불하다   → 운동화를  환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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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 지폐㉡ 동전 ㉣ 신용카드

돈(현금)
uqo,a ^fkdaÜgq $ ldis& 

동전
ldis 

지폐
uqo,a fkdaÜgq 

신용카드
Kh ldâm; ^fl%äÜ ldâ& 

값(가격)
ñ, ^jákdlu& 

싸다
,dnhs 

비싸다
ñ,hs 

(값을) 깎다
flaj,a ls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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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화폐와 물품구매 Money and purchasing goods

문법 2 -아/어 주세요

동사 뒤에 붙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동작을 부탁하는 뜻을 나타낸다.

1) 가: 봉투에 넣어 드릴까요?

나: 네, 넣어 주세요.

2) 가: 저 가방을 포장해 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3) 가: 이 운동화를 환불해 주세요.

나: 죄송합니다. 환불 기간이 지났습니다.

돈(현금) 동전 지폐 신용카드
money coin paper money credit card

값(가격) 싸다 비싸다 (값을) 깎다

넣다 싸다(포장하다) 바꾸다(교환하다) 환불하다

price tag cheap expensive to bargain

to put in to wrap up to exchange to refund

-아/어 주세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polite request or a polite command that 
someone do something for the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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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다
we;=,g oukjd

싸다(포장하다)
T;kjd$md¾i,a lrkjd 

바꾸다(교환하다)
udre lrkjd 

환불하다
wdmiq uqo,a fokjd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①
④③②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2  jpk ud,dj 2 화폐와 물품 구매	uqo,a iy NdKav ñ,g .ekSu 

nvq ñ,§ .ksoa§ l=uk l%uhg o ñ,§ .kafka@ tfukau NdKav ñ,g .ekSfï§ 

lskï fhÿï Ndú;d lrkafka oehs úuid n,uq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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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ㅏ, ㅗ →	-아 주세요 ㅏ, ㅜ, ㅣ wd§	→ -어 주세요 하다	→ 해 주세요

닫다 → 닫아 주세요 읽다 → 읽어 주세요 요리하다 → 요리해 주세요

wfkla md¾Yjfhka Woõ wjYH fõo úuiSfïoS ‘-아/어 드릴까요?’ fhdod.kS' fuúg m%;súreoaO 

md¾Yjh ‘-아/어 주세요’ fhdod f.k ms<s;=re fohs'

· 너무 더워요. 창문을 좀 열어 주세요. f.dvla riafkhs' cfka,h álla wer,d fokak'

· 이 빵을 봉투에 좀 넣어 주세요. fï mdka Wrhlg od,d fokak' 

· 가: 가방을 들어 드릴까요? nE.h Wiai,d fokako@ 

    나: 네, 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fyd|hs Wiai,d fokak' ia;+;shs' 

보기

WodyrKh wkqj ‘-아/어 주세요’ fhdod .ksñka jdlHh iïmQ¾K lrkak'

2. <보기>처럼 ‘-아/어 주세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운동화를 환불하다 → 운동화를 환불해 주세요. 

l%Svd im;a;= kej; uqo,a j,g udre lrkjd'

→ l%Svd im;a;= kej; uqo,a j,g udre lr,d fokak'

1) 봉투에 넣다  →  봉투에																																																	.	

2) 이 빵을 포장하다  →  이 빵을																																																	.	

3) 이 우유를 바꾸다  →  이 우유를																																															.	

4) 아침에 전화하다  →  아침에																																																		.	

5) 음식을 만들다  →  음식을																																																	.		

정답   1) 넣어 주세요  2) 포장해 주세요  3) 바꿔 주세요  4) 전화해 주세요  5) 만들어 주세요

문법 2  jHdlrK 2 -아/어 주세요 G11-2  

대조적 정보 fjk;a f;dr;=re

isxy, NdIdfjys b,a,Sula lsÍfï§ b,a,Sug ,lajk jk l%shdjg miqj ‘주세요^fokak&Z f,i 

,shk kuq;a fldrshdkq NdIdfjys b,a,Sug ,lajk jk l%shdfjys l%shdm%lD;shg msgqmiska  

‘-아/어 주세요’ iïnkaO lr m%ldY lrkq ,efí'

·여기에 사진을 붙여 주세요. fu;k mska;+rh w,j,d fokak' 

‘-아/어 주세요’ jHdlrKh .ek wjfndaO jqKd fkao@ tfyukï WodyrK foi n,d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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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말에 하세요. ksjerÈ ms<s;=r bosßfhka  f,i ,l=Kq lrkak' 

(1) 무엇을 샀어요?  수박  사과

 fudkjo .;af;a@   flduvq    wem,a 

(2) 한 개에 얼마예요?  1,000원  2,000원

 tlla lSho@    fjdka 1000  fjdka 2000

(3) 몇 개를 샀어요?  4개  5개

 lShla .;a;do@   4la  5la

보기 주인: 어서 오세요. idorfhka ms<s.kakjd' 

손님: 사과 있어요? wem,a ;sfhkjo@ 

주인: 네, 있어요. Tõ" ;sfhkjd'

손님: 얼마예요? ñ, lShla fjkjo@  

주인: 천 원이에요. fjdka 1000la fjkjd' 

손님: 다섯 개 주세요. f.ä 5la fokak'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fhka fmkajd oS we;s wdldrhg hy¿jd iuÕ l;d lr,d n,kak'

정답    (1) 사과   (2) 1,000원    (3) 5개

퀴즈 m%fya,sldj

✚ 이것은 무엇일까요? fï l=ulao@

   ① 겉은 초록색이에요. t,sfhka fld< mdghs'

   ② 안은 빨간색이에요. we;=f,ka r;= mdghs'

   ③ 줄무늬가 있어요. bß fudia;rhla ;sfhkjd'

   ④ 여름 과일이에요. .%siau R;=fõ m<;=rla'

정답    수박

활동  l%shdldrlï 

WodyrKfha ixjdoh f;areKd o@ tfykï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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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we÷ï 

치마
idh 

바지
l,siu 

티셔츠
à I¾Ü 

잠바
celÜ ^cïmrh& 

운동화
l%Svd im;a;= 

구두
im;a;= 

슬리퍼
firmamq 

장화
nQÜia 

양말
fïia 

장갑
w;a fïia 

목도리
idglh$i¨j 

모자
f;dmamsh 

넥타이
ghs máh 

가방
nE.h 

안경
weia lKakdäh 

선글라스
wõ lKakdäh

입다  w|skjd$m<¢kjd 

신다 w¢kjd$odkjd

신다 odkjd

매다 n¢kjd

끼다 m<¢kjd

메다 t,a,d .kakjd

하다 m<¢kjd

쓰다 odkjd

쓰다 odkjd

쓰다 m<¢kjd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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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fyd¢ka ijka§ wka;¾.;h yd iïnkaOhla we;s mska;+rh f;darkak'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9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사과예요. ② 5개 주세요. 

 ③ 1000원이에요. ④ 사과가 많아요.

5.  ① 우유예요. ② 우유 주세요.  

 ③ 여기 있어요. ④ 여기에서 마셔요.

Track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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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사과예요.  ② 5개 주세요.

 ③ 1000원이에요.  ④ 사과가 많아요.

5.  ① 우유예요.  ② 우유 주세요.

 ③ 여기 있어요.  ④ 여기에서 마셔요.

Track 39

wxl 1 iy wxl 2 m<;=re yd wdydr øjH yd iïNkaO jpk f;dark m%Yak fõ' 

wxl 3 laIKsl kQâ,aia j, m%udKh ms<sn| úuik m%Yakhla fõ' fyd¢ka ijka§ 

ksjerÈ mska;+rh f;darkak'

my; m%Yakhg ijka § .e,fmk ms<s;=r f;dark m%Yakh fõ' m%Yakhg ijka oSug 

fmr ms<s;=r tla jrla úuid n,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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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수박 flduvq 

2. 여: 물 j;=r 

3. 남: 라면 두 개 laIKsl kQ,aâia folla 

4. 여: 이 사과 얼마예요? fï wem,a j, ñ, lSho@ 

5. 남: 뭘 드릴까요? fudkjo fokafka@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③  5. ②

정답    1. ①  2. ②

1. 남: 장갑 세 켤레 주세요. w;a fïia folla fokak'

2. 남: 뭐 드릴까요? fudkjo fokafka@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1.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fyd¢ka wid ijka ÿka wka;¾.;h yd iïnkaO mska;+r f;darkak' 

 ①         ②     

 ③         ④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 .e<fmk ms<s;=r f;darkak'

 ① 조금 매워요. ② 라면 주세요.   

 ③ 저쪽에 앉아요. ④ 식당에서 먹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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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my; mska;+r n,d .e<fmk jpkh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3.
① 싸요.  ② 비싸요.

③ 있어요.  ④ 없어요.

   11과_사과 다섯 개 주세요  93

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돈 ② 물 

 ③ 주스  ④ 카드

2.  ① 포도 ② 수박

 ③ 사과  ④ 오렌지

3.  ① 싸요. ② 비싸요.

 ③ 있어요. ④ 없어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이 오렌지  예요?

 나: 이천 원이에요.

① 얼마  ② 누구  ③ 어디 ④ 언제

5. 가: 이 운동화는 오만 오천 원이에요.

 나: 좀 비싸요. .

 가: 알았어요. 오만 원 주세요.

① 넣어 주세요          ② 바꿔 주세요        ③ 깎아 주세요          ④ 포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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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포도  ② 수박

③ 사과  ④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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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넣어 주세요          ② 바꿔 주세요        ③ 깎아 주세요          ④ 포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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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 2 Sore.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이 오렌지                          예요? fï fodvï j, ñ, lSho@

나: 이천 원이에요. fjdka 2000ls'

 ① 얼마  ② 누구  ③ 어디  ④ 언제

5.

	

가: 이 운동화는 오만 오천 원이에요. fï l%Svd im;a;= hq., fjdka 55000ls'

나:  좀 비싸요.                           . ñ, álla jeähs' wvq lr, fokjo@

가: 알았어요. 오만 원 주세요. yß" f;areKd' fjdka 50000la fokak'

 ① 넣어 주세요  ② 바꿔 주세요  ③ 깎아 주세요  ④ 포장해 주세요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①   5. ③

wxl 1 uqo,a fkdaÜgq ms<sn| l:d lrk úg Ndú;d jk jpk f;dark m%Yakla jk 

w;r wxl 2 m<;=re j, kï f;dark m%Yakhls' wxl 3 ñ, .Kka n,d ksjerÈ 

fhÿï f;dark m%Yakhls'

my; NdKav ñ,§ .ekSfï§ Ndú;d jk fhÿï f;dark m%Yakhls' bf.k .;a foa 

u;la lrñka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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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②   3. ①   4. ②   5. ③   6. ④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표현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Bg .e<fmk jdlHh f;darkak'

1.  
① 안경 ② 목도리

  ③ 양말 ④ 티셔츠

2.  
① 구두 ② 슬리퍼

  ③ 장화 ④ 운동화

3.  
① 넥타이를 매요. ② 넥타이를 신어요.

  ③ 넥타이를 써요. ④ 넥타이를 입어요.

[4~6]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4.

 
가: 이 빵은 얼마예요? fï mdka j, ñ, lSho@

나:                                         . 

 ① 열 개 있어요  ② 천 원이에요 

 ③ 우유도 있어요  ④ 빵이 맛있어요

5.

 
가: 뭘 드릴까요? fudkjo ´fka@

나:                                         . 

 ① 환불해 주세요  ② 좀 깎아 주세요 

 ③ 사과 4개 주세요  ④ 봉투에 넣어 주세요 

6.

 
가: 그 과자는 어디에서 샀어요? ta ìialÜ fldfykao ñ<§ .;af;a@

나:                                         . 

 ① 어제 샀어요  ② 한 개 샀어요 

 ③ 현금으로 샀어요  ④ 마트에서 샀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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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fuu f.dvke.s,af,a nexl=jla ;sfhkjo@ 

여자 네, 있어요. 
 Tõ" nexl=jla ;sfhkjd'

투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nexl=j ;sfhkafka fldfyao@ 

여자 지하 1층에 있어요. 
 NQ.; m<uq uyf, ;sfhkafka' 

  지하로 내려가세요.
 NQ.; uy,g neye,d hkak'

N이/가 어디에 있어요? 

fldfyao ;sfhkafka@

ia:dkh úuik úg Ndú;d lrk 

fhÿuls' jHxckhlskaa wjika 

kdumohlaa kï ‘N이/가 어디에 있어요?’ 

yd iajrhlska wjikajk kumohla kï 

‘N이/가 어디에 있어요?’ kdumoh w.g 

fhdokak'

·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frday, ;sfhkafka fldfyao@

지하 NQ.; uy,

·은행이 지하에 있어요?

 nexl=j NQ.; uyf,a ;sfhkjo@ 

·식당이 지하 1층에 있어요?

   wdmk Yd,dj NQ.; m<uq uyf,a 

;sfhkjo@

12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frday, tyd me;af;a fnfy;a Yd,dj ;sfnkjd

1. 투안 씨는 어디에 가요? ;=jdkaa uy;d hkafka fldfyo@

2.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nexl=j ;sfhkafka fldfyao@ 

정답    1. 은행에 가요.  2. 지하에 있어요./지하 1층에 있어요.

대화 1  ixjdoh 1
Track 40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ia:dk iy mdrj,a fiù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세요, (으)로

□ jpk Ndú;h ioyd Wmfoia p,kh olajk l%shdmo" ia:dk iy ÈYdjka  

□ ixialD;sl f;dr;=re	 w;=re mdr

;=jdka nexl=j ;sfnk ia:dkh úuid isáhs' fofokdf.a l;djg fojrla ijka§ 

kej;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eg¿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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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과_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95

어휘 1  이동 동사 Locomotive verbs

문법 1 -(으)세요

동사 뒤에 붙어서 명령이나 요청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세요

1)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나: 건물 밖에 있어요. 저쪽으로 나가세요.

2) 가: 투안 씨, 빨리 오세요.

나: 네,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3) 가: 여기 자리 있어요?

나: 네, 앉으세요.

-(으)세요 is an imperative ending which is used to give 
a command or instruction to someone.
-세요 is added when the fi nal consonant is ㄹ or does 
not have a final consonant, while -으세요 is added 
when the fi nal consonant is other than ㄹ.

내려가다 내려오다 올라가다 올라오다
to go down to come down to go up to come up

나가다 나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to go out to come out to enter/go in to come in

to return/go back to return/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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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다
neye,d hkjd 

내려오다
neye,d tkjd

올라가다
ke.,d hkjd

올라오다
ke.,d tkjd

나가다
t,shg hkjd

나오다
t,shg tkjd

들어가다
we;=,g hkjd

들어오다
we;=,g tkjd

돌아가다 
kej; hkjd

돌아오다
kej; tkjd

•옥상에 올라가면 카페가 있어요. 
 Wv ;Ügqjg .sfhd;a fldams y,la ;shkjd' 

•잠깐 나가 주세요. fmdâvlg t,shg hkak' 

•내일 고향에 돌아가요. fyg .ug wdmiq hkjd'

•3월에 동생이 미국에서 돌아와요. 
 ud¾;= udifha u,a,s weußldfõ isg wdmiq t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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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세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나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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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

④     ㉣

나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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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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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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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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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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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 내려가다㉡ 들어가다 ㉣ 올라가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① ③②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jpk ud,dj 1 이동 동사 p,kh olajk l%shdmo

fldßhdkq NdIdfõ .uka lsrSu olajk l%shdmo fudkjdoehs fidhd n,uqo@

by; jpk foi fkdn,d m%Yakj,g ms<s;=re ,sh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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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세요’ hkak fjk;a mqoa.,fhl=g úOdk lsÍfï§ fyda hï b,a,Sula lsÍfï§ fhdod.kS' 

l%shdmohla iu. muKla tlg iïnkaO lr Ndú;d flf¾'

자음^jH[ack& →	-으세요 모음 ^iajr&,  자음 ‘ㄹ’^jH[ackh-ㄹ&	→ -세요

읽다 → 읽으세요
기다리다 → 기다리세요

만들다 → 만드세요

· 여기에 앉으세요.	fu;kska b|.kak'

· 아싱카 씨, 빨리 오세요.	wixl uy;d blauKska tkak'

· 잠깐만 기다리세요.	fmdâvla bkak'

mska;+r foi n,d WodyrKfha oelafjk wdldrhg ‘-(으)세요’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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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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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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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세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정답   1) 올라가세요  2) 올라가세요  3) 나가세요

문법 1  jHdlrK 1 -(으)세요 G12-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세요’ iy ‘-아/어 주세요’

‘-(으)세요’ iy ‘-아/어 주세요’ b,a,Sula lrk úg úOdkhla fokúg Ndú;d lrhss ‘-(으)세요’ 

úOdkhla fok úg nyq,j Ndú;d lrk w;r ‘-아/어 주세요’ b,a,Sula lrk úg Ndú;dlrhs'

·창문을 닫으세요. cfka,h jykak' ·창문을 닫아 주세요. cfka,h jy, fokak'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fuu f.dvke.s,af,a fnfy;a Yd,djla ;sfhkjo@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NQ.; m<uq uyf,a ;sfhkjd'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wr me;af;ka my,g neye,d hkak' 

‘-(으)세요’ Ndú;d lrk wdldrh wjfndaO jqkdo@ m%Yakhg .e,fmk fhÿu fhdod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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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fï lsÜgqj fnfy;a Yd,djla ;sfhkjo@ 

남자 네, 있어요.
 Tõ" ;sfhkjd'

수루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fnfy;a Yd,dj fldfyo ;sfhkafka@ 

남자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wr y;rux ykaÈfhka ol=Kq me;a;g hkak'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túg frday, <Õ fnfy;a Yd,dj ;sfhkjd' 

근처 yßfha $ <Õmd; 

·  우리 집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wfma f.j,a wdikafka 

nexl=jla ;sfhkjd'

· 영화관 근처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iskudy, wdikafkaoS 

hy¿jdj yuqjqkd'

그러면 túg$t;fldg

uq,ska mjik lreK miqj 

mjik lreKg fya;=jla jkúg 

Ndú;d lrhs'

· 1층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식당이 있어요.

m<uq uy,g neye,d tkak' 

túg wdmkYd,djla  

;sfhkjd'

앞으로 가세요.
bÈßhg hkak'

뒤로 가세요.
msgqmig hkak'

오른쪽으로 가세요.
ol=Kq me;a;g hkak'

왼쪽으로 가세요.
jï me;a;g 

hkak' 

위로 올라가세요.
Wvg ke.,d 

hkak'

아래로 내려가세요.
my,g neye,d 

hkak'

정답   1. 약국에 가요.  2. 병원 옆에 있어요.

1. 수루 씨는 어디에 가요? iqrE uy;añh fldfyo hkafka@ 

2. 약국은 어디에 있어요? fnfy;a Yd,dj fldfyo ;sfhkafka@ 

Tip	표지판 ix{d mqjre 

대화 2  ixjdoh 2
Track 41

iqrE uy;añh fnfy;a Yd,dj fidhñka isáhs' uq,ska foni fojrla ijka § 

kej; lshjkak'

fydÈka wid wkq.ukh l,do@ tfy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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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9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위치와 방향 Locations and directions

문법 2 (으)로

명사 뒤에 붙어서 뒤에 오는 이동 동사의 방향을 나타낸다.

명사가 모음이나 자음 ‘ㄹ’로 끝날 때: 로

명사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날 때: 으로

1) 가: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나: 사무실 옆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2) 가: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나: 2층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세요.

3) 가: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나: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로 가세요.

위 아래 앞 뒤
on top of bottom front back

안 밖 오른쪽 왼쪽

건너편(맞은편) 옆 사이 가운데(중간)

in out right left

across the street next to between in the middle

(으)로 is attached to a noun, expresses a direction of a 
locomotive verb that follows (으)로.
When a noun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로 is used.
When a noun ends in the fi nal consonant other than ㄹ, 
으로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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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Wv

아래
my,

앞
bÈßmi

뒤
msgqmi

안
we;=,

밖
msg

오른쪽
ol=Kq me;a; 

왼쪽
jï me;a;

건너편(맞은편)
 tyd me;a;

옆 
<.

사이
w;r

가운데(중간)
w;r ueo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mska;=r foi n,d WodyrKfha oelafjk wdldrhg jdlH iïmq¾K lrkak'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nE.h mqgqj Wv ;sfí'

1)

2)

3)

4)

차가 회사                      에 있어요.

차가 회사                      에 있어요.

약국이 백화점                      에 있어요.

약국이 식당                      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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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sentence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으)로.’

보기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보기

앞으로 가세요.

1)

2)

3)

4)

1)

3)

5)

2)

4)

차가 회사 에 있어요.

  가세요.   가세요.

차가 회사 에 있어요.

  가세요.   올라가세요.

약국이 백화점 에 있어요.

  내려가세요.

약국이 식당 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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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앞     2) 뒤     3) 안     4) 옆/오른쪽

어휘 2  jpk ud,dj 2 위치와 방향 msysàu iy ÈYdj

msysàu yd ÈYdj oelajk jpk fudkjd oehs oek .ksuqo@

Tn by; bf.k .;a jpk ud,dj kej; u;la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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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hkak kdu mohl msgqmiska iïnkaO lr .uka lrk ÈYdj fyda .ukdka;h oelaùug 

fhdod.kS'

자음 ^jH[ack& + 으로 모음 ^iajr&, 자음 ‘ㄹ’^jH[ackh-ㄹ&	+ 로

한국 → 한국으로
위 → 위로

서울 → 서울로

· 가: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jeisls,shla fldfyo ksfhkafka@

    나: 사무실 옆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ld¾hd,hg tyd me;af;a ;sfhkjd' ol=Kq me;a;g hkak'

· 가: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duish ;sfnkafka fldfyao@

    나: 2층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세요. fofjks uyf,a ;sfhkjd' Wvg hkak'

mska;=r foi n,d WodyrKfha oelafjk wdldrhg ‘(으)로’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2과_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99

연습 2

1.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sentence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으)로.’

보기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보기

앞으로 가세요.

1)

2)

3)

4)

1)

3)

5)

2)

4)

차가 회사 에 있어요.

  가세요.   가세요.

차가 회사 에 있어요.

  가세요.   올라가세요.

약국이 백화점 에 있어요.

  내려가세요.

약국이 식당 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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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2)

4)

                 가세요.

                 가세요.

                 내려가세요.

                 가세요.

                 올라가세요.

보기

앞으로 가세요. bÈßhg hkak'

정답   1) 뒤로  2) 오른쪽으로  3) 왼쪽으로  4) 위로  5) 아래로

문법 2  jHdlrK 2 (으)로 G12-2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먼저 들어가세요. uq,ska f.or hkak'

가: 퇴근 시간인데 집에 안 가요? msg;a jk fj,dj fj,;a f.or hkafka keoao@

나:   네,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공구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Tõ" uq,skaa f.or hkak' uu WmlrK ms,sj,g ;nd hkakï'

‘(으)로’ jHdlrKh f;areKd fkao@ tfykï mska;+rh foi n,d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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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fnfy;a Yd,dj fldfyo ;sfhkafka@ 

나: 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fï y;rux ykaÈfhka ol=Kq me;a;g hkak'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túg frday, <Õ fnfy;a Yd,dj ;sfhkjd'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mska;+r n,d WodyrKh fuka hy¿jka iu. l:d lr n,kak'

✚ 알맞은 말에 하세요. ksjerÈ jpk u;  f,i ,l=Kq lrkak' 

(1) 은행 옆에  약국이 있어요.   우체국이 있어요.

(2) 약국 옆에  병원이 있어요.   마트가 있어요.

(3) 병원 건너편에  은행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100   한국어 표준교재

보기

활동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a conversation with your friends.

가: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나: 이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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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우체국이 있어요. (2) 병원이 있어요. (3) 은행이 있어요.  

활동  l%shdldrlï 

by; is;shu foi n,d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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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ud¾.h

   12과_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01

정보 길거리 Streets

육교
pedestrian overpass

신호등
traffi  c lights

횡단보도
crossway

이정표
road sign

도로
road

길
street

골목
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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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ie;mqï lkqj 

길
mdr 

골목
l=vd mdr 

도로
uymdr 

신호등
ud¾. ix{d 

육교
.=jka udrej

횡단보도
ly br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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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l;djg ijka § m%Yakhg .e<fmk ms<s;=re f;darkak' 

[4~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nexl=j ;sfhkafka fldfyo@ 

 ① 1층  ② 2층

 ③ 지하 1층  ④ 지하 2층

5.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fnfy;a Yd,dj ;sfhkafka fldfyo@ 

 ① 병원 뒤  ② 병원 옆

 ③ 병원 안  ④ 병원 위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Tn ijka ÿka foa f;darkak'

1.  ① 위  ② 옆  ③ 안  ④ 앞

2. ① 사이  ② 왼쪽  ③ 아래  ④ 중간

3.  ① 내려가세요  ② 돌아가세요  ③ 올라가세요  ④ 들어가세요

Track 42

wxl 1 iy wxl 2 ia:dkh olajk jpk f;dark m%Yak fõ' wxl 3 .uka lsrSu  

oelafjk fhÿï f;dark m%Yak fõ' fyd¢ka ijka § .e,fmk ms<s;=r f;darkak'

my; oelafjkafka l;djg ijka§ ksjerÈ ms<s;=r f;drk m%Yakhhs' fonig 

ijka§ug m%:ufhka m%Yak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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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앞 bÈßmi 

2. 남: 왼쪽 jïmi 

3. 여: 들어가세요. we;=,g hkak'

4. 남: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nexl=j ;sfhkafka fldfyo@ 

 여: 지하 1층에 있어요. NQ.; m<uq uyf,a ;sfhkafka'

5. 남: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fnfy;a Yd,dj ;sfhkafka fldfyo@

 여: 병원 옆에 있어요. frday, <Õ ;sfhkjd'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④   2. ②   3. ④   4. ③  5. ②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덕분이에요. hful=f.a Wojqfjka ^hula lr.;a;d& $ -g iaa;+;shs fjkak  

가: 일을 아주 잘 하네요. fyd|g jev mq¿jkafka' 

나: 과장님 덕분이에요. wxY m%Odks;+udg	iaa;+;shs fjkakhs'

1. 남: 2층으로 올라가세요. fojk uy,g hkAk¡

2. 남: 커피숍은 어디에 있어요? fldms fIdma fldfyAo ;sfhkAfka@

 여: 서점과 백화점 사이에 있어요. fmd;A idmAmqj iy iqmsrs fj<| ixl’¾Kh w;r ;sfhkjd¡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②   2. ③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ijka ÿka foa f;darkak'

 ① 1층으로 올라오세요. ② 2층으로 올라가세요.   

 ③ 1층으로 내려오세요. ④ 2층으로 내려가세요.

2.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fldms fIdma fldfyAo ;sfnkAfka @ ksjeros ms<s;=r f;dArkAk'

 ① 서점 뒤에 있어요. ② 백화점 앞에 있어요.   

 ③ 서점과 백화점 사이에 있어요. ④ 서점과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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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12과_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03

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뒤로 가세요.  ② 앞으로 가세요. 

 ③ 옆으로 가세요. ④ 사이로 가세요.

2.  ① 가운데로 가세요. ② 왼쪽으로 가세요.

 ③ 오른쪽으로 가세요.   ④ 건너편으로 가세요.

3.  ① 위로 올라가세요. ② 위로 내려가세요.

 ③ 아래로 올라가세요. ④ 아래로 내려가세요.

[4~5]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나: .

 ① 1층에 있어요   ② 2층에 있어요 

 ③ 지하 1층에 있어요   ④ 지하 2층에 있어요

5.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

 ① 네,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② 네, 없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③ 아니요,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④ 아니요, 없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커피숍

편의점

은행

약국

옷 가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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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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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나: .

 ① 1층에 있어요   ② 2층에 있어요 

 ③ 지하 1층에 있어요   ④ 지하 2층에 있어요

5.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

 ① 네,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② 네, 없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③ 아니요,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④ 아니요, 없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커피숍

편의점

은행

약국

옷 가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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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2.

3.

① 뒤로 가세요.  ② 앞으로 가세요.

③ 옆으로 가세요.  ④ 사이로 가세요.

① 가운데로 가세요.  ② 왼쪽으로 가세요.

③ 오른쪽으로 가세요.  ④ 건너편으로 가세요.

① 위로 올라가세요.  ② 위로 내려가세요.

③ 아래로 올라가세요.  ④ 아래로 내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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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뒤로 가세요.  ② 앞으로 가세요. 

 ③ 옆으로 가세요. ④ 사이로 가세요.

2.  ① 가운데로 가세요. ② 왼쪽으로 가세요.

 ③ 오른쪽으로 가세요.   ④ 건너편으로 가세요.

3.  ① 위로 올라가세요. ② 위로 내려가세요.

 ③ 아래로 올라가세요. ④ 아래로 내려가세요.

[4~5]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나: .

 ① 1층에 있어요   ② 2층에 있어요 

 ③ 지하 1층에 있어요   ④ 지하 2층에 있어요

5.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

 ① 네,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② 네, 없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③ 아니요,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④ 아니요, 없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커피숍

편의점

은행

약국

옷 가게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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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h foi n,d ysia;ekg jvd;a .e<fmk jpkh f;darkak' 

[4~5]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wdmkYd,dj fldfyo ;sfhkafka@

나:                                      . 

 ① 1층에 있어요  ② 2층에 있어요

 ③ 지하 1층에 있어요  ④ 지하 2층에 있어요

5.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fuu f.dvke.s,af,a ;eme,a lkaf;darejla ;sfhkjo@

나:                                      . 

	 ① 네,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② 네, 없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③ 아니요, 있어요. 1층에 있어요  ④ 아니요, 없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③  5. ④

4 iy 5 mska;=rh foi n,d m%Yakj,g .e,fmk ms<s;=r f;drK m%Yak fõ' 

bf.k.;a foaj,a kej; u;la lrñka jdlH f;darkak'

1 isg 3 olajd mska;=rh foi n,d mska;=rhg wod, jdlH f;drk m%Yak fõ' 

mska;+rhg .e,fmk ms<s;=r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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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②   3. ②   4. ①   5. ④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표현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Bg .e<fmk jdlHh f;darkak'

1.  
① 뒤로 가세요. ② 앞으로 가세요.

  ③ 왼쪽으로 가세요. ④ 오른쪽으로 가세요.

2.  
① 앞으로 가세요. ② 위로 올라가세요.

  ③ 옆으로 가세요. ④ 아래로 내려가세요.

3.  

① 집에 들어가요. ② 집에서 나가요.

  ③ 집에 돌아와요. ④ 집에서 나와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4.

 
가: 꽃집이 어디에 있어요? u,A lvh fldfyAo ;sfnkAfka@

나:                                         . 

 ① 서점 옆에 있어요 ② 병원 아래에 있어요 

 ③ 우체국 뒤에 있어요 ④ 편의점 앞에 있어요

5.

 

무단 횡단을 하면 매우                           . 그러므로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wkjirfhka mdr udre ùu b;d wk;=reodhlhs' tu ksid mdr udre ùfïoS ly br Ndú;d 

lsrSu wdrlaIs;hs'

 ① 답답합니다  ② 복잡합니다 

 ③ 불편합니다  ④ 위험합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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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수  루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남  자 네, 있어요.
 Yes, there is.

수  루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it?

남  자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Turn right at that interaction.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Then, there is a pharmacy next to the hospital.

표지판  SignsTip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래로 내려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go forward

왼쪽으로 가세요.
go left

뒤로 가세요.
go backward

위로 올라가세요.
go up

go right

go down

Track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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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세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세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나가다

들어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1) 가: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나: 네, 2층에 있어요. 

          저 계단으로 .

2) 가: 이 건물에 편의점이 있어요?                   

    나: 네, 3층에 있어요. 

          3층으로 .

3) 가: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우체국은 밖에 있어요. 

          밖으로 .

보기 가: 이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나: 지하 1층에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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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병원 꽃집

편의점

빵집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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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k.r Yd,dj bosßmsg oS 7g yuqfjuqqqq

정답   1. 네, 시간이 있어요./네, 시간이 괜찮아요.   2. 수루 씨하고 같이 영화를 봐요.

1. 수루 씨는 내일 시간이 있어요? iqrE uy;añhg fyg fj,dj ;shkj o@

2. 투안 씨는 내일 뭐 해요? ;=jdkaa uy;auhd fyg fudlo lrkafka@

투안 수루 씨, 내일 시간 있어요?
 iqre uy;auhd fyg fj,dj ;shkjo@ 

수루 네,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왜요?
 Tõ' fj,dj ;shkjd' ta;a wehs@ 

투안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wms tlg Ñ;%máhla n,uq o@

수루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fyd|hs' tlg n,uq'

 무슨 영화 볼까요?
 fudk jf.a Ñ;%máhla n,uq o@ 

투안 다 좋아요. 수루 씨는 뭐 보고 싶어요?
 ´k tllg leu;shs' iqrE uy;añhg fudlla o n,kak ´fka@ 

수루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flduä Ñ;%máhla n,kak ´fka'  

무슨 fudk$fudk jf.a$ lskï

kdu mohla bosßfhka fhdok 
w;r zfudkjo@Z hk w¾:fhka 
úuiSul oS Ndú; lrkq ,nhs

·무슨 음식을 잘 만들어요?
   fudk jf.a lEuo fyd|g 

yokafka@ 

대화 1  ixjdoh 1
Track 43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fmdfrdkaÿjlaa i|yd fj,dj yd ia:dkh 

;SrKh lsßu 

□jHdlrK  Ndú;h ioyd Wmfoia -고 싶다, -(으)ㄹ까요

□ jpk Ndú;h ioyd Wmfoia ;;ajh 1" ;;ajh 2 

□ ixialD;sl f;dr;=re	 	fldßhdkq cd;slhka wdpdr lsßula f,i 

lrk fmdfrdkaÿ

그런데 왜요? ta;a wehs@

uq,ska olajd we;s wka;¾.;h 

yd in|;djhla we;sj fya;=jla 

úuisul oS Ndú;d lrkq ,nk 

m%ldYhla fõ'

·내일은 바빠요. 그런데 왜요?

  fyg ld¾hh nyq,hs'  

ta;a wehs@

;=jdkaa uy;aud yd iqre uy;aud fmdfrdkaÿjla we;s lr .ekSu i|yd l;d 

lrñka bkakjd' uq,skau fonig fojrla ijka § kej; lsh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eg¿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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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고 싶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고 싶다.’

보기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영화를 보고 싶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재미있다

재미없다

바쁘다

한가하다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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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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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다 ㉢ 바쁘다㉡ 재미없다 ㉣ 한가하다

mska;+rh foi n,d wod< jpkh iuÕ hd lrkak'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① ③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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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상태 1 Stative verb 1

문법 1 -고 싶다

동사 뒤에 붙어서 희망을 나타낸다

1) 가: 내일 시간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나: 좋아요. 내일 만나요.

2)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영화를 보고 싶어요.

3) 가: 뭐 먹고 싶어요?

나: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고 싶다 is attached to a verb to 
indicate a wish or a hope.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다 약속(이) 있다 약속(이) 없다
to have time to not have time to have an appointment to not have an appointment

일이 많다 일이 적다 바쁘다 한가하다
to have a lot of work to not have much work busy free

재미있다 재미없다 좋다 괜찮다
interesting not interesting nice fi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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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있다
fj,dj ;sfhkjd

시간(이) 없다
fj,dj keye

약속(이) 있다
fmdfrdkaÿjla ;sfhkjd

약속(이) 없다
fmdfrdkaÿjla keye

일이 많다
jev f.dvhs

일이 적다
jev f.dvla keye

바쁘다
ld¾hh nyq,hs

한가하다
ksoyia 

재미있다
úsfkdaocklhs

재미없다
úfkdaockl keye

좋다
fyd|hs

괜찮다
lula keye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jpk ud,dj 1 상태 1 ;;a;ajh 1

;;a;ajhla olajk úfYaIK mohkays lskï foa ;sfnkjdo hkak úuid n,uq o@

by; jpk fkd 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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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뭐 하고 싶어요? fudkjd o lrkak leu;ss@

나: 영화를 보고 싶어요. Ñ;%máhla n,kak 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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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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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l%shdmohlg iïnkaO ù l:lhdf.a n,dfmdfrd;a;= fyda m%d¾:kd ms<sn|j m%ldY lsÍu 

i|yd fhdod.kS' m%Yakd¾:fha§ Y%jKh lrkakdf.ka wjYH fyda n,dfmdfrd;a;= jk foa 

ms<sn|j úuiSfï§;a fhdod .efka' iïnkaO lrkq ,nk l%shdmofhys y,alsÍula ;snqk;a 

fkd;snqk;a fjkila fkdue;sj ‘-고 싶다’ fhosh yelsh'

· 영화를 보고 싶어요. Ñ;%mghla n,kak ´fka $ leu;s' 

· 가: 뭐 먹고 싶어요? fudkjo lkak ´fka $ leu;s@

  나: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msmsïmma lkak ´fka $ leu;'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고 싶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2)

3)

4)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

가: 뭐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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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고 싶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고 싶다.’

보기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영화를 보고 싶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재미있다

재미없다

바쁘다

한가하다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가: 뭐 하고 싶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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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 n,d WodyrK f,i ‘-고 싶다’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정답   1) 노래하고 싶어요  2) 산책하고 싶어요 3) 쇼핑하고 싶어요 4)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문법 1  jHdlrK 1 -고 싶다 G13-1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내일 뵙겠습니다. fyg yuqfjuq 

가: 지금 퇴근하세요? 조심해서 가요. oeka jev wjika ù msg;a fjkako yokafka@ mßiaiñka hkak' 

나: 네, 반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Tõ" m%Odks;=ud' fyg yuqfjuq'

‘-고 싶다’ ms<sn|j wjfndaO jqKdo@ tfyu kï mska;=rh n,d m%Yakhg .e,fmk 

ms<s;=r ,s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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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투  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Where shall we meet tomorrow?

수  루 시청 앞 어때요?
 How about infront of City Hall?

투  안 좋아요. 그러면 여섯 시쯤 만날까요?
 Sounds great. Should we meet about 6 o’clock?

수  루 여섯 시는 좀 빨라요. 일곱 시에 괜찮아요?
 6 o’clock is a bit early. What about 7 o’clock?

투  안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봐요.
 That’s fi ne. I will see you in front of City Hall tomorrow at seven.

관공서 Government and public offi  cesTip

도청 시청 구청

보건소

경찰서

주민센터소방서 출입국관리사무소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fi re station

city hall

immigration offi  ce

borough offi  ce

(public) health center

police station

community service 
center

Track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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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k.r Yd,dj

소방서  

.sks ksjk uq,ia:d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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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m<d;a iNd ld¾hd,h

출입국관리사무소  

wd.uk yd ú.uk 

fomd¾;fïk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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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k.r iNd ld¾hd,

보건소  

fi!LH uOHia:d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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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fmd,sia ia:dkh

주민센터  

m%cd fiajd 

uOHia:dkh

Tip	관공서 rcfha ld¾hd,  

투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wms fyg fldfyaoS yuqfjuq o@ 

수루 시청 앞 어때요?
 k.r Yd,dj bosrsmsg fldfydu o@ 

투안 좋아요. 그러면 여섯 시쯤 만날까요?
 fyd|hs' tfykï 6g ú;r yuqfjuqo@ 

수루 여섯 시는 좀 빨라요. 
 6 álla l,a jeähs'

 일곱 시에 괜찮아요?
 7g lula keoao@ 

투안 네, 괜찮아요.   yß' lula keye'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봐요.
 tfykï fyg k.r Yd,dj boßmsg 7g yuqfjuq'

1. 투안 씨하고 수루 씨는 어디에서 만나요? 
 ;=jdka uy;auhd yd iqrE uy;añh fldfya oS o yuqjkafka@

2. 두 사람은 몇 시에 만나요? fofokd lShg o yuqjkafka@

정답   1. 시청 앞에서 만나요.  2. 일곱 시에 만나요.

대화 2  ixjdoh 2
Track 44

어때요? fldfydu o@ 

wfkla md¾Yjfha woyila fyda 

hï fohl ;;a;ajhla ms<sn|j 

úuiSfï oS Ndú;d flf¾

· 이 구두 어때요?

 fï im;a;= fldfyduo@ 

· 내일 여섯 시 어때요?

  fyg 6g fldfyduo@ 

N쯤 N ú;r

kdu mo iu. Ndú; lrkq ,nk w;r 

zú;r$ muKZ hkak oelaùfï oS Ndú; 

lrkq ,nhs

·주말쯤 만나서 같이 영화 볼까요?

   i;s wka;fha ú;r yuqfj,d 

Ñ;%máhla n,uqo@

·   12월 말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foieïn¾ wka;su ú;r .ug  

hkak lsh,d bkakjd

;=jdka uy;aud yd iqre uy;aud fmdfrdkaÿjla we;s lr .ekSu i|yd l;d 

lrñka bkakjd' uq,skau fonig fojrla ijka oS bka miq kej;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y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154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13 k.r Yd,dj bosßmsg oS 7g yuqfjuqq   155

10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상태 2 Stative verb 2

문법 2 -(으)ㄹ까요

동사 뒤에 붙어서 제안할 때 쓰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까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까요

1) 가: 내일 같이 점심 먹을까요?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2) 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나: 회사 앞 어때요?

3) 가: 몇 시에 만날까요?

나: 7시에 만나요.

빠르다(이르다) 늦다 가깝다 멀다
early late close far

같다 다르다 간단하다 복잡하다
same diff erent simple complicated

편하다 불편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comfortable uncomfortable possible impossible

-(으)ㄹ까요 is attached to a verb to 
indicate a suggestion.
-ㄹ까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in the fi nal consonant ㄹ.
-을까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fi nal consonant other than ㄹ.

‘르’ 불규칙:   어간의 끝 음절 ‘르’가 모음을 만나면 받침 ‘ㄹ’이 삽입

되고 ‘으’는 탈락한다.    
르 irregular: when 르, the fi nal syllable in a stem 르 meets 
another vowel, 으 is dropped and ㄹ is added. 

예)   빠르(다) + 아요 = 빨라요

다르(다) + 아요 =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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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보기>처럼 ‘-(으)ㄹ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까요.’

보기 가: 오늘 같이 점심 먹을까요?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멀다

같다

다르다

가깝다

1)

2)

3)

4)

가: 저녁에 같이  ?    

나: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가: 오늘 몇 시에  ?    

나: 7시 어때요?

가: 지금 같이 커피 한잔  ?    

나: 미안해요. 지금 너무 바빠요.

가: 우리 내일 뭐  ?    

나: 같이 운동해요.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09 2014-06-11   오전 9:03:57

   13과_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109

연습 2

2. <보기>처럼 ‘-(으)ㄹ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까요.’

보기 가: 오늘 같이 점심 먹을까요?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멀다

같다

다르다

가깝다

1)

2)

3)

4)

가: 저녁에 같이  ?    

나: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가: 오늘 몇 시에  ?    

나: 7시 어때요?

가: 지금 같이 커피 한잔  ?    

나: 미안해요. 지금 너무 바빠요.

가: 우리 내일 뭐  ?    

나: 같이 운동해요.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09 2014-06-11   오전 9:03:57

   13과_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109

연습 2

2. <보기>처럼 ‘-(으)ㄹ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까요.’

보기 가: 오늘 같이 점심 먹을까요?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멀다

같다

다르다

가깝다

1)

2)

3)

4)

가: 저녁에 같이  ?    

나: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가: 오늘 몇 시에  ?    

나: 7시 어때요?

가: 지금 같이 커피 한잔  ?    

나: 미안해요. 지금 너무 바빠요.

가: 우리 내일 뭐  ?    

나: 같이 운동해요.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09 2014-06-11   오전 9:03:57

   13과_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109

연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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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 다르다㉡ 같다 ㉣ 가깝다

mohl m%lD;s iajrEmfhys wjidk wlaIrh ‘르’ iajrhla yd iïnkaO jqjfyd;a y,a ‘으’ Bg 

tl;= ù ‘ㄹ’ hkak bj;a ù hhs'  

예)    빠르(다) + 아요 = 빨라요   

이르(다) + 어요 = 일러요

‘르’ wúêu;a kS;sh

빠르다(이르다)   
fõ.j;a ^l,ska&

늦다
mrlal=hs

가깝다
<Õhs

멀다
ÿrhs 

같다   
iudkhs

다르다
fjkia 

간단하다
ir,hs

복잡하다
ixlS¾Khs

편하다   
myiqhs

불편하다
wmyiqhs

가능하다
yelshs

불가능하다
fkdyelshs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① ③②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2  jpk ud,dj 2 상태 2 ;;a;ajh 2

;;a;ajhla olajk úfYaIK mo fudkjd oehs úuid n,uq'

Tn by; bf.k.;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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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ㄹ까요’ yd ‘-(으)ㄹ래요’

‘-(으)ㄹ래요’ yd ‘-(으)ㄹ까요’ wik mqoa.,hdf.a ^uOHu mqreI& leue;a; úuiSfï oS Ndú;d lrkq 

,nhs' ‘-(으)ㄹ래요’ f.!rj l< hq;= mqoa.,hka i|yd Ndú;d l< fkdyels jk w;r ‘-(으)ㄹ까요’ 
;ukag ióm kuq;a f.!rj l< hq;= mqoa.,hka i|yd Ndú; l< yels h'

· 부장님, 몇 시에 갈래요?(X)  ·부장님, 몇 시에 갈까요?(O)

l%shdmohg iïnkaO fldg wfkla md¾Yjh fj; hïlsis ld¾hhla lsÍug fhdackd lsÍfï§ 

fhdod .efka'

자음 ^jH[ack& → -을까요 모음^iajr&,  자음 ‘ㄹ’^jH[ackh -ㄹ&	→ -ㄹ까요

읽다 → 읽을까요
사다 → 살까요

만들다 → 만들까요

· 가: 몇 시에 만날까요? lShg uqK.efyuqo@

 나: 7시에 만나요. 7 g uqK.efyuq' 

· 가: 내일 같이 점심 먹을까요?	fyg tlg oj,a lEu luqo@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fyd|hs' tlg oj,a lEu luq'

정답   1. 갈까요  2. 공부할까요

1. 가: 저녁에 같이 시내에                               ?

 나: 좋아요. 같이 시내에 가요.

2. 가: 주말에 같이 한국어를                               ? 

 나: 좋아요. 같이 공부해요.

정답   1) 영화 볼까요  2) 만날까요  3) 마실까요  4) 할까요

보기

2.   <보기>처럼 ‘-(으)ㄹ까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WodyrK f,i ‘-(으)ㄹ까요’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가: 오늘 같이 점심 먹을까요? wo tlg oyj,a lEu luq o@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fyd|hs" tlg oyj,a lEu luq'

1)  가: 저녁에 같이                               ?

 나: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2)  가: 오늘 몇 시에                               ?

 나: 7시 어때요?

3)  가: 지금 같이 커피 한잔                               ?

 나: 미안해요. 지금 너무 바빠요.

4)  가: 우리 내일 뭐                               ?

 나: 같이 운동해요.

문법 2  jHdlrK 2 -(으)ㄹ까요 G13-2 

‘-(으)ㄹ까요’ jHdlrKh wjfndaO jqKd o@ tfykï fonfia wka;¾.;hg .e,fmk 

f,i foni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o@ ‘-(으)ㄹ까요’ Ndú;d lrñka jdlH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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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말에 하세요. ksjerÈ jpk u;  f,i ,l=Kq lrkak' 

(1) 리한 씨는  공포 영화를 봅니다.   코미디 영화를 봅니다.

(2) 리한 씨는  극장 앞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회사 앞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3) 리한 씨는 일곱 시에  영화를 봅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fha we;s whqrska hy¿jd iu. l;d lrkak'

보기

보기 	리한 씨                씨

어디에 가요?
fldfyao hkafka@

극장
Ñ;%mg Yd,dj

뭐 해요?
fudlo lrkafka@

코미디 영화를 봐요.
flduä Ñ;%mghla n,kjd

언제 만나요?
lShgo yuqjkafka@

저녁 7시
rd;%S 7 g

어디에서 만나요?
fldfyaoS o yuqjkafka@

회사 앞
wdh;kh bosrsmsg

가:  리한 씨, 우리 같이 극장에 갈까요?  
 ßydka uy;aud" wms tlg Ñ;%mg Yd,djg huqo@ 

나:  좋아요. 같이 가요.  
 fyd|hs' tlg huq' 

가:  극장에서 무슨 영화를 볼까요?  
 Ñ;%mg Yd,dfõoS fudk jf.a Ñ;%mghla n,uqo@ 

나:  코미디 영화 어때요?  
 flduä Ñ;%mghla fldfyduo@ 

가:  좋아요. 그러면 몇 시에 만날까요?  
 fyd|hs' tfykï lShg yuqfjuqo@ 

나:  저녁 7시에 만나요.  
 iji 7 g yuqfjuq' 

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fldfyaoS yuqfjuqo@ 

나:  회사 앞에서 만나요.  
 wdh;kh bosrsmsg oS yuqfjuq'

정답   (1) 코미디 영화를 봅니다. (2) 회사 앞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3) 친구를 만납니다. 

활동  l%shdldrlï 

by; WodyrK n,d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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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약속 The promises Koreans make as a part of greetings 

한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술 한잔 같이 해요.”라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헤어질 때 “연락할게.”라는 말도 자주 하는데, 이런 말들은 

약속이라기보다는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벼운 인사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말했더라도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그리

고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는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놀러 오

세요.”라고 말했더라도 전화로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Koreans tend to say “Let’s have a meal together next time,” or “Let’s drink together” when they say goodbye. They 
also often say, “Let’s keep in touch,” but these expressions are not so much promises that people take seriously as 
idiomatic usages that people use as a way of saying farewell unless they schedule specifi c dates and time for the 
appointment. In the meantime, it is recommended that you don’t contact a person too early in the morning, too late 
at night, and/or during mealtime or break even if s/he has said, “You can come over any time.”

연락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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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약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벼운 인사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한국사람들이 “언제

든지 연락하세요.”라고 말했더라도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는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라고 말했더라

도 전화로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fldßhdkq cd;slfhda fjkaùuloS —miafia lEu tlg luq˜" —u;ameka fnduq˜ jeks wdpdr lsßï o lrkjd' 

úfYaIfhkau fjkaùfï oS —kej; wu;kakï˜ hk jpkh;a ks;ru Ndú;d lrkjd jqj;a fujeks jpk 

fmdfrdkaÿjlg jvd fjkaù hdu lK.dgqjla hehs weÕùug Ndú;d jk wjia:d nyq,j olakg ,efnkjd' 

iúia;rj olajkjd kï oskh yd fõ,djla fmdfrdkaÿ fkdjk wjia:dj,oS ir, wdpdr lsÍula isÿlrkjd 

lsh,d ys;=jkï yß' fldßhka cd;slhska ´k fj,djl wu;k f,i mejiqjo fndfyda fõ,dikska fyda 

mrlal= fj,djka j,oS" tajf.au wdydr .kakd fj,djl fyda úfõl .kakd ld,fhaoS ÿrl:k weu;=ï 

fkdfokjd kï fyd|hs' tajf.au ´k fj,djl tkak lshd mejiqj o ÿrl:k weu;=ula ,ndoS l,ska 

oekqj;a lr yuqfjkjd kï fyd|hs' 

한국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약속 
fldßhdkq cd;slhka wdpdr f,i lrk fmdfrdkaÿ

문화  ixialD;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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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두 사람은 내일 같이 무엇을 봅니까? fofokd fyg tlg fudkjo lrkafka@

 ① 책  ② 사진

 ③ 영화  ④ 드라마

4.  두 사람은 내일 어디에서 만납니까? fofokd fyg fldfyaoSs o yuqjkafka@

 ① 극장 앞  ② 회사 앞

 ③ 백화점 앞  ④ 도서관 앞

5.  두 사람은 내일 몇 시에 만납니까? fofokd fyg lShg o yuqjkafka@

 ① 6시  ② 7시

 ③ 8시  ④ 9시

l;djg ijka§ m%Yakhg .e<fmk ms<s;=re f;darkak'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Tn ijka ÿka foaa f;darkak' 

1.  ① 내일  ② 영화  ③ 시간  ④ 극장

2.  ① 도청  ② 시장  ③ 구청  ④ 시청

Track 45

1 yd 2 m%Yak" ijka ÿka jpk f;dark m%Yak fõ' fyd|ska ijka § .e,fmk ms<s;=r 

f;darkak'

my; m%Yakh l;djg ijka§ ksjerÈ ms<s;=r f;dark m%Yakhhs' fonig ijka§ug 

m%:ufhka m%Yak lshjd n,kak'



158  13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만나요 13 k.r Yd,dj bosßmsg oS 7g yuqfjuqq   159

1. 남: 영화 Ñ;%mgh 2. 여: 시청 k.r Yd,dj 

3. 남: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wms tlg Ñ;%mghla n,uq o@

 여: 좋아요. 같이 봐요. fyd|hs tlg n,uq' 

4. 남: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wms fyg fldfyaoSso yuqjkafka@

 여: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fj<| ixlS¾Kh bosrsmsgoS yuqfjuqo@ 

  남: 좋아요. 거기에서 만나요. fyd|hs tfyoS yuqfjuq' 

5. 남: 내일 7시에 만날까요? fyg 7g yuqfjuqo@

 여: 7시는 좀 힘들어요. 8시는 어때요? 7g álla wudrehs' 8g fldfydu o@

 남: 좋아요. 그럼 8시에 만나요. fyd|hs' tfykï 8g yuqfjuq'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③  5. ③

1. 남: 의자가 불편해요. mqgqj iqj myiq keye'

2. 남: 어디에서 만날까요? uqK.efikafka fldfyoS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③  2. ②  

1.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fyd¢ka wid ijka ÿka wka;¾.;h yd iïnkaO mska;+r f;darkak'

 ①         ②     

 ③         ④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 .e<fmk ms<s;=r f;darkak'

 ① 오늘 만나요. ② 은행 앞 어때요?   

 ③ 세 명이 만나요. ④ 두 시에 만날까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3

10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상태 2 Stative verb 2

문법 2 -(으)ㄹ까요

동사 뒤에 붙어서 제안할 때 쓰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까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까요

1) 가: 내일 같이 점심 먹을까요?

나: 좋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2) 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나: 회사 앞 어때요?

3) 가: 몇 시에 만날까요?

나: 7시에 만나요.

빠르다(이르다) 늦다 가깝다 멀다
early late close far

같다 다르다 간단하다 복잡하다
same diff erent simple complicated

편하다 불편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comfortable uncomfortable possible impossible

-(으)ㄹ까요 is attached to a verb to 
indicate a suggestion.
-ㄹ까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in the fi nal consonant ㄹ.
-을까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fi nal consonant other than ㄹ.

‘르’ 불규칙:   어간의 끝 음절 ‘르’가 모음을 만나면 받침 ‘ㄹ’이 삽입

되고 ‘으’는 탈락한다.    
르 irregular: when 르, the fi nal syllable in a stem 르 meets 
another vowel, 으 is dropped and ㄹ is added. 

예)   빠르(다) + 아요 = 빨라요

다르(다) + 아요 =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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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다 불편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comfortable uncomfortable possible impossible

-(으)ㄹ까요 is attached to a verb to 
indicate a suggestion.
-ㄹ까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in the fi nal consonant ㄹ.
-을까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fi nal consonant other than ㄹ.

‘르’ 불규칙:   어간의 끝 음절 ‘르’가 모음을 만나면 받침 ‘ㄹ’이 삽입

되고 ‘으’는 탈락한다.    
르 irregular: when 르, the fi nal syllable in a stem 르 meets 
another vowel, 으 is dropped and ㄹ is added. 

예)   빠르(다) + 아요 = 빨라요

다르(다) + 아요 =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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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2]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m%Yak j,g ms<s;=re imhkak'

1.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ofokd oeka fudkjo lrñka bkafka@

 
가: 우리 내일 같이 저녁 먹을까요? wms fyg ? lEu tlg luq o@ 

나: 좋아요. 같이 저녁 먹어요. fyd|hs' tlg ? lEu luq'

 ① 식사  ② 운동  ③ 약속  ④ 쇼핑

2. 두 사람은 오늘 같이 무엇을 합니까? fofokd wo tlg fudkjo lrkafka@

 

가:  우리 오늘 뭐 할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wms wo fudkjd o lrkafka@ tlg Ñ;%mghla n,uq o@

나:  산책 어때요? 공원에서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úfõlhg weúosk tl fldfydu o@ WoHdkfha tlg weúoskak ´fk'

가:  그래요? 좋아요. 그럼 산책해요. tfyu o@ fyd|hs' tfykï úfõlhg weúosuq'

 ① 책을 봅니다.  ② 산책을 합니다.  ③ 영화를 봅니다.  ④ 게임을 합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수루 씨, 오늘 저녁에                        있어요? iqrE uy;añh fyg yji fj,dj ;sfhkjd o@

     ① 시간  ② 생일  ③ 날짜  ④ 주말

4.

 
우리                           영화를 볼까요? 코미디 영화 어때요?  

 wms fudk Ñ;%mghla n,uq o@flduä Ñ;%má fldfydu o@

     ① 언제  ② 무슨  ③ 누구  ④ 무엇

5.

 
저는 내일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  

ug fyg hd¿jd iu. tlg Ñ;%máhla n,kak ´fka'

     ① 보세요 ② 봤어요 ③ 봐 주세요 ④ 보고 싶어요

정답   1. ③  2. ②  3. ①  4. ②  5. ④

wxl 1 yd wxl 2 foni lshjd m%Yakj,g .e,fmk ms<s;=r f;dark m%Yakh fõ' 

bf.k .;a oE u;la lrñka m%Yakj,g ms<s;=re imhkak'

wxl 3 isg wxl 5 olajd we;af;a ysia;ekg .e<fmk ksjeros ms<s;=re f;dark m%Yak 

fõ' bf.k .;a foa kej; u;la lrñka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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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②    3. ①   4. ③

[1~4]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iqÿiq foA f;dArkAk¡

1.

 

저는 이번 주말에            이 많습니다. 고향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회사 동료들과 저녁

도 먹을 겁니다.

ug fuu i;s wka;h ;=< fmdfrdkaÿ fndfyda ;sfhkjd¡ .fï ñ;=rka iuÕ Ñ;% máhla 

keröug f.dia wdh;kfha i.hka iuÕ rd;S% wdydrh .kakjd'

 ① 배달 ② 예약 ③ 약속 ④ 주문

2.

 

저는 주말에           이/가 있으면 보통 청소와 빨래를 하고 동료들과 영화를 봅니다.

uu i;s wka;h ;=< ld,h ;snqkfyd;a idudkHfhka msrsisÿ lsrSï iy fros fiaoSu lr i.hka 

iuÕ Ñ;% máhla keröug hkjd'

 ① 교육 ② 시간 ③ 야근 ④ 회의

3.

 

집이 너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회사 근처로 이

사를 하려고 합니다.

ksji ÿrska msysgd we;s ksid hdug iy taug ld,h fndfyda .;fjhs' tu ksid ,nk udifha 

isg wdh;kh wi, ksjilg hkjd' 

 ① 멀어서 ② 가까워서 ③ 좋아서 ④ 괜찮아서

4.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쉽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일이  

                     공장에 나왔습니다.

uu i÷|d isg isl=rdod olajd jev lr i;s wka;fhaos úfõlsj isákjd' wo ksjdvq ojila jqK;a 

jev jeä ksid ld¾hd,hg meñKshd' 

 ① 편해서 ② 적어서 ③ 많아서 ④ 한가해서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kdislHdlaIr ‘ㄴ’ ‘ㅁ’ ‘ㅇ’ ;sfí' fï w;r ‘ㅇ’ y,alsrsulao’ muKla Yío 

fõ'

(1) 나, 니, 누, 네, 노 (2) 누구, 누나, 나비, 나무, 노래 

(3) 모두, 머리, 모자, 매미, 미나리 (4) 강, 공, 상, 방, 가방

발음 WÉpdrKh 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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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uu msìsïmí lkakï

1. 리한 씨는 무엇을 주문해요? ßydka uy;d fudkajo weKjqï lf,a@

2. 투안 씨는 무엇을 주문해요? ;=jdka uy;d fudkajo weKjqï lf,a@

정답   1. 비빔밥을 주문해요.  2. 김치찌개를 주문해요.

대화 1  ixjdoh 1
Track 46

종업원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idorfhka ms<s.kakjd' ^lEug& lS fofkla  

bkakjo@  

투   안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fokakhs' wdik ;sfhkjo@ 

종업원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Tõ" ;sfhkjd' fï me;af;ka jdä fjkak'

 뭐 드릴까요?
 fudkjo fokafka@  

리   한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uu msìsïmí lkakï'

 투안 씨는 뭐 먹을래요?  
 ;=jdka uy;a;hd fudkjo lkafk@ 

투   안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uu lsïÑÑf.a lkakï' 

리   한 그럼 여기 비빔밥하고 김치찌개 주세요. 
 tfykï fu;kg msìsïmí iy lsïÑÑf.a fokak'

뭐 드릴까요?  

fudkjo fokafka@ 

wdmkYd,djl§ fyda lef*a tlla 

;=,§ tys jev lrk mqoa.,hka ´vrh 

,nd .ekSfï§ Ndú;d lrk fhÿï 

m%ldYhhs'

·손님, 뭐 드릴까요?

    uy;auhd$uy;añh" fudkjo 

´fka@  

분  

mqoa.,fhl= ms<sn| f.!rjdkaú;j 

m%ldY lsÍfï§ fyda wduka;%Kh 

lsÍfï§ úg fhdod .efka'

·  저 분이 우리 사장님이세요.

   ta mqoa.,hd wfma .=re;=udhs'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lEu ´v¾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ㄹ래요, 안

□ jpk Ndú;h ioyd Wmfoia wdmk Yd,dj" lEu ri  

□ ixialD;sl f;dr;=re	 lEu fukqj  

;=jdkaa uy;d iy ßydka uy;d wdmkYd,djl lEu ´v¾ lrñka isàhs' 

m%:ufhkau fonig fojrla ijka § kej; lshjkak'

fyd¢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eg¿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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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과_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115

어휘 1 식당 Restaurants

문법 1 -(으)ㄹ래요

동사 뒤에 붙어서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듣는 사람의 의사를 물을 때 사용한다. 주로 친한 사람

하고 격식 없이 이야기할 때 쓰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래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래요

1) 가: 점심 뭐 먹을래요?

나: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2) 가: 저녁에 우리 같이 놀래요?

나: 좋아요. 같이 놀아요.

3) 가: 내일 뭐 할래요?

나: 저는 집에서 쉴래요.

-(으)ㄹ래요 is attached to a verb, is used a speaker’s 
opinion in a declarative sentence or to ask a listener’s 
opinion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It is often used 
in a close relationship as a casual way of speech.
-래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을래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자리가 있다 자리가 없다 메뉴판 메뉴
seats are available seats are not available menu menu

밥 반찬 숟가락 젓가락
rice side dishes spoon chopsticks

앉다 고르다 시키다(주문하다) 배달하다
to sit to pick to order to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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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있다   
bv we;

자리가 없다
bv kE

메뉴판
fukqm;

메뉴
,hsia;=j

밥   
n;a

반찬
w;sf¾l wdydr

숟가락
ye¢

젓가락
n;al+re ^fpdmaiaála& 

앉다   
jdä fjkjd 

고르다
f;darkjd 

시키다(주문하다)
weKjqï lrkjd 

배달하다
fnodyßkjd

정답   ① ㉡  ② ㉠  ③ ㉣  ④ ㉢

11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래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래요.’

보기 가: 뭐 먹을래요?

나: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1)

2)

3)

4)

밥

반찬

숟가락

젓가락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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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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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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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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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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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 숟가락㉡ 반찬 ㉣ 젓가락

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① ③② ④

어휘 1  jpk ud,dj 1 식당 wdmk Yd,dj 

wdmkYd,dj yd iïnkaO jpk fudkjdoehs n,uqo@ 

by; jpk foi fkdn,d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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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lrkakd hïlsis l%shdjla lsÍug we;s fÉ;kdj yd leue;a; m%ldY lsÍfï§ fhdod.

kq ,nhs' wfkla md¾Yjfhka leue;a; fyda woyia úuiSfï§;a Ndú;d l< yels w;r uQ,sl 

jYfhka ys;j;a wh w;r úêu;a ks, njlska f;drj úuiSfï§ Ndú;d fõ'

자음^jH[ack& → -을래요 모음^iajr&, 자음 ‘ㄹ’^jH[ackh-ㄹ&	→ -ㄹ래요

읽다 → 읽을래요 가다 → 갈래요      놀다 → 놀래요

· 가: 주말에 우리 같이 놀래요?	i;s wka;fha wms tlg úfkdao fjkak huqo@

  나: 좋아요. 같이 놀아요.	fyd|hs' tlg úfkdao fjkak huq'

· 가: 내일 같이 운동할래요? fyg tlg jHdhdu lruqo@  

  나: 저는 집에서 쉴래요.	uu f.or úfõl .kakjd'

보기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mska;+r n,d WodyrKh wkqj ‘-(으)ㄹ래요’ Ndú;d lrñka ixjdo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래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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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래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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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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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뭐 먹을래요? fudkjo lkafka@ 

나: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uu msìïmí lkakï'

정답  1) 가: 뭐 먹을래요 나: 저는 라면 먹을래요 2) 가: 뭐 마실래요 나: 저는 커피 마실래요

 3) 가: 뭐 할래요 나: 저는 영화 볼래요 4) 가: 뭐 할래요 나: 저는 집에서 쉴래요   

문법 1  jHdlrK 1 -(으)ㄹ래요 G14-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ㄹ래요’ iy ‘-고 싶다’

‘-(으)ㄹ래요’ hkak Wla;h m%:u mqreI jk úg  Ndú;d l, fkdyelsh' m%ldY lrk mqoa.,hd 

W;a;u mqreI jk  úg ‘-(으)ㄹ래요’ hkak Ndú;d fldg" m%d¾:kdjla$n,dfmdfrd;a;=jla w¾: 

olajk úg ‘-고 싶다’ hkak Ndú;d lrhs' ‘-(으)ㄹ래요’ hkak idudkHfhka hï fohla isÿùug 

yelshdjla we;s úg Ndú;d l, yels kuq;a" ‘-고 싶다’ hkak idudkHfhka hï fohla isÿùug 

yelshdjla fkdue;s úgoSs;a Ndú;d l, yelsh'

·하늘을 날래요.(X)   ·하늘을 날고 싶어요.(O) 

‘-(으)ㄹ래요’ jHdlrKh wjfndaO jqKd o@ tfykï WodyrK foi n,d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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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투안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jdka uy;auhd lsïÑÑf.a j,g leu;so@ 

투안 네, 정말 좋아해요.
 Tõ" f.dvla leu;shs'

리한 김치찌개가 안 매워요?
 lsïÑÑf.a ier keoao@  

투안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álla ierhs" ta Wk;a rij;a' 

 리한 씨는 김치찌개 좋아해요? 
 ßydkaa uy;auhd lsïÑÑf.a j,g leu;so@  

리한 아니요, 전 안 좋아해요.
 keye" uu leu;s keye' 

조금 fmdâvla 

‘좀’ iuÕ udre lr ,súh yel' 

·오늘은 조금 바빠요.
 wo fmdâvla ld¾hnyq,hs' 

· 제 동생은 키가 조금 작아요.
   uf.a u,a,sf.a Wi fmdâvla wvqhs'

하지만 kuq;a 

bÈßmi  jdlHfha  wka;¾.;h 

yd fjkia wka;¾.;hla miqmi 

jdlHfhka m%ldY lsÍfï§ ,súh 

yelsh' bÈßmi yd miqmi jdlHka 

iïnkaO l,yels fhÿuls'

·  이 건물에 약국은 있어요.  

하지만 편의점은 없어요.

  fuu f.dvke.s,af,a Tiqie,la 

;sfí' kuq;a fj<| ie,la 

ke;'

1. 누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lõo lsïÑÑf.a  j,g leu;s@ 

2. 김치찌개 맛이 어때요? lsïÑÑf.a j, ri fldfyduo@

정답   1. 투안 씨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2.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밥 :
n;a 

국 :
iqma 

불고기 :
mq,afld.s 

^mqÉpmq ui&a 

반찬 :
jHxck 

한 공기  
n÷ka 1

한 그릇   

n÷ka 1

한 접시   
§is 1

1인분   
fmdaIK 1 

두 공기
n÷ka 2

두 접시
§is 2

2인분
fmdaIK 2

세 공기

n÷ka 3

세 그릇
n÷ka 3

세 접시
§is 3 

3인분
fmdaIK 3

 네 공기
n÷ka 4

네 그릇
n÷ka 4

네 접시
§is 4 

4인분
fmdaIK 4

Tip	음식 단위 명사 lEu i|yd Ndú;d jk .Ksk kdu 

두 그릇
n÷ka 2

대화 2  ixjdoh 2
Track 47

ßydka iy ;=jdka leu;s lEu iy tu lEu j, rih ms<sn| tlsfkld iu. 

l:d lrñka isàhs' m<uqj ixjdoh fojrla ijka §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y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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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음식의 맛 Tastes of foods

문법 2 안

동사나 형용사 앞에 놓여서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다. ‘명사+하다’의 동사는 명사 뒤에 ‘안’이 놓인다. 

예외적으로 ‘있다’의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안 있다’가 아니라 ‘없다’이다.

1) 가: 아침 먹었어요?

나: 아니요, 안 먹었어요.

2) 가: 불고기가 매워요?

나: 아니요, 안 매워요.

3)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운동 안 했어요.

맛있다 맛없다 맵다 달다
delicious not tasty spicy sweet

짜다 싱겁다 쓰다 시다
salty bland bitter sour

안 expresses the negative or the opposite meaning of 
the verb or the adjective. In the case of the noun+하다 
verbs, 안 comes between the noun and the 하다 verb.
The negative way to express the verb is 없다, rather 
than 안 있다.

‘ㅂ’ 불규칙:    어간의 끝 음절 자음 ‘ㅂ’ 이 다른 모음

을 만나면 ‘ㅜ’로 바뀐다.   

ㅂ irregular: when ㅂ, the fi nal consonant of a 
stem meets another vowel, ㅂ changes into ㅜ.

예)   맵(다) + 어요 = 매워요

싱겁(다) + 어요 = 싱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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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다   
b;du;a rihs 

맛없다
ri keye 

맵다
ierhs 

달다
meKsrihs 

짜다
¨Kq rihs 

싱겁다
¨Kq ri uÈ 

쓰다
;s;a; ri  

시다
weUq,a ri

•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msìsïmí f.dvdla rihs'

• 떡볶이가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f;dlafmdla.s fmdâvla oeú,a,hs' kuq;a rihs'

•   음식이 짜요. 음식이 짜면 건강에 나빠요. lEu ¨Kq rihs' lEu ¨Kq ri kï fi!LHhg wys;lrhs' 

• 이 오렌지는 너무 시어요. fï fodvï f.äh f.dvdla weU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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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

보기 가: 불고기가 매워요?

나: 아니요, 안 매워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짜다

맵다

달다

싱겁다

1)

2)

3)

4)

가: 일요일에 회사에 가요?   

나: 아니요, . 

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나: 아니요, . 

가: 아침을 먹었어요?   

나: 아니요, .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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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다 ㉢ 달다㉡ 맵다 ㉣ 싱겁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① ③② ④

l%shdm%lD;sfha wjika wl=f¾ ‘ㅂ’ jHdxckh fjk;a iajrhla iuÕ uqiq jQ úg ‘ㅜ’ g fjkia 

fõ'

예) 맵(다) + 어요 = 매워요,  싱겁(다) + 어요 = 싱거워요

‘ㅂ’  wúêu;a kS;sh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2  jpk ud,dj 2 음식의 맛 lEu j, ri 

wdydr j, ri m%ldY lrkak Ndú;d lrk jpk ms<sn| úuid n,uqo@

fldßhdkq NdIdfõ ‘ㅂ’ wúêu;a kS;sh  fhfok úfYaIK mo ‘맵다 (매워요)’, ‘싱겁다 

(싱거워요)’, ‘춥다(추워요)’, ‘무겁다(무거워요)’, ‘가볍다(가벼워요)’ ‘쉽다(쉬워요),’ ‘어렵다(어려워요)’, 

‘가깝다(가까워요)’ hkdÈh we;'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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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l fyda úfYaIK mohlg bÈßfhka fhfok w;r ke;s $keye hk w¾:h m%ldY 

lrhs' ‘운동하다^jHdhdu lrkjd&’ jeks ‘kdumo + 하다’ jHqyfha l%shdmo j,o ‘안’ kdumoh iy  

‘하다’ w;rg iïnkaO lsÍfuka" ‘kdumoh + 안 + 하다’ jHqyh njg m;afõ' kuq;a ‘있다^;sfnkjd&’ 
hkafkys ke; hkd¾:h oelaùfïoS ‘안 있다’ f,i iajrEmh fjkia fkdlr ‘없다^ke;&’ hk 

jpkh fhosh hq;=h'

·가: 아침 먹었어요?	Wfoa lEu lEjdo@ 나: 아니요, 안 먹었어요.	keye' lEfõ keye'

·가: 어제 운동했어요?	Bfha jHdhdu l,do@ 나: 아니요, 운동 안 했어요.	keye' jHdhdu lf<a keye' 

·가: 이 영화가 재미있어요? fï Ñ;%mgh riúkaod o@ 나: 아니요, 재미없어요.	keye' riúkafoa keye'

문법 2  jHdlrK 2 안 G14-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안’ iy  ‘못’

‘안’ iy ‘못’ wLHd;h bÈßfhka fhdod RKd;aul w¾:hla ms<sìUq jk f,i ,sùfï§ Ndú;d 

lrhs' ‘안’ hkak meyeÈ,sju RKd;aul fyda l¾;Df.a RKd;aul woyila ms<sìUq jk w;r 

‘못’ hkak l¾;Df.a yelshdj wvq fyda fjk;a fya;=jla u; l, fkdyels nj ms<sìUq lrhs' ‘못’ 
hkak úfYaIK mohla bÈßmig meñKsh fkdyel'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요.(O)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요.(X) 

보기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 n,d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ixjdoh iïmQ¾K lrkak'

가: 불고기가 매워요? mq,aflda.sS ierhso$oeú,a,hs o@ 

나: 아니요, 안 매워요. keye' oeú,a, keye'

1) 가: 일요일에 회사에 가요?

 나: 아니요,                                               .

3) 가: 아침을 먹었어요?

 나: 아니요,                                               .

2) 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나: 아니요,                                               .

4)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

정답   1) 회사에 안 가요  2) 안 좋아해요  3) 안 먹었어요  4) 운동 안 했어요

‘안’ ms<sn|j wjfndaO jqKd o@ tfykï WodyrK foi n,d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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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말에 하세요. ksjerÈ jpkhg bosßfhka  ,l=Kq lrkak'

(1) 식당에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wdmkYd,dfõ bv   ;sfí  fkd;sfí

(2) 갈비탕하고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l,aî:x iy lsïÑÑf.a  weKjqï l<d'   weKjqï fkdl<d'

(3) 식당에 손님이  한 명 왔어요.  두 명 왔어요. 
 wdmkYd,dfõ mdßfnda.slhka   tlaflfkla wdjd  fokafkla wdjd 

(4) 비빔밥이 갈비탕보다  싸요.  비싸요.
 msìsïmía l,aî:x j,g jvd   ñ, wvqhs   ñ, jeähs 

정답   (1) 있어요.  (2) 시켰어요.  (3) 두 명 왔어요.  (4) 싸요.

보기 종업원: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idorfhka ms<s.kakjd' lS fofkla bkakjo@ 

손님1: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fokakhs' wdik ;sfhkjdo@ 

종업원: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Tõ" ;sfhkjd' fï me;af;ka jdä fjkak' fudkjo fokafka@ 

손님2: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uu lsïÑÑf.a lkakï' 

손님1: 저는 갈비탕 먹을래요. uu l,aî:x lkakï'

손님2:  여기 김치찌개하고 갈비탕 주세요. fu;kg lsïÑÑf.a iy l,aî:x fokak'

<보기>처럼 친구와 함께 음식을 주문해 보세요. 
WodyrKfhka oelafjk wdldrhg hy¿j;a tlal lEu weKjqï lr,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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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활동

<보기>처럼 친구와 함께 음식을 주문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order some food in the box with your friends.

종업원: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손님1: 두 명이요. 자리 있어요?

종업원: 네, 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손님2: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손님1: 저는 갈비탕 먹을래요.

손님2: 여기 김치찌개하고 갈비탕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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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l%shdldrlï 

by; WodyrKh foi n,d my;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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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lsïÑÑf.a 

된장찌개
;afõkaPxÑÑf.a

순두부찌개
iqka;=nqÑÑf.a 

삼계탕
iïflH:x 

갈비탕
l,aî:x 

감자탕
lïP:x 

불고기
mq,aflda.s 

비빔밥
msìsïmdí 

자장면   
cdPdxuHdka 

짬뽕
cdïmafmdx

탕수육
:xiqhqla 

군만두
l=kaukaÿ 

초밥   
fpdamdí 

돈가스
fodka.di 

우동
Wfodx 

모밀
fudañ,a

김밥   
.sïmí

떡볶이
f;dlafmdla.s 

튀김
;aúlsï

순대
iqkafoa 

치킨   
ÑLk

족발
fpdlan,a

보쌈
fndiaiï 

피자
mSid

한식
fldßhka lEu 

중식
Ök lEu 

일식
cmka lEu 

분식
msá lEu 

간식/야식
flá lEu$

rd;%S lEu

음식 메뉴   lEu fukqj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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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Tn ijka ÿka foaaf;darkak'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Track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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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극장 ② 식당 

 ③ 공원 ④ 서점

4.  여자는 무엇을 먹고 싶어합니까?

 ① 된장찌개 ② 김치찌개

 ③ 부대찌개  ④ 순두부찌개

5.  남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① 불고기 ② 비빔밥

 ③ 삼계탕  ④ 갈비탕

Track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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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jg ijka§ m%Yakhg .e<fmk ms<s;=re f;darkak'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여기는 어디입니까? fï;k fldfyao@  

 ① 극장  ② 식당

 ③ 공원  ④ 서점

4.  여자는 무엇을 먹고 싶어합니까? .eyeKq flkd fudkjd lkako leu;s@  

 ① 된장찌개  ② 김치찌개

 ③ 부대찌개  ④ 순두부찌개

5.  남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msßñ flkd fudkjgo leu;s@

 ① 불고기  ② 비빔밥

 ③ 삼계탕  ④ 갈비탕

m%Yak wxl 1 wxl 2 fyd¢ka ijka § mska;+rh yd iïnkaOhla we;s jpk f;dark 

m%Yak fõ'

my; ixjdo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ixjdohg ijka §ug fmr m%Yakh 

tlmd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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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물수건 f;; ;=jdh  ② 남: 공깃밥 n;a   

 ③ 남: 메뉴판 fukqm;   ④ 남: 불고기 mq,aflda.s

2. ① 여: 짜요 ¨Kq rihs    ② 여: 써요 ;s;a; rihs    

 ③ 여: 달아요 meKs rihs   ④ 여: 매워요 oeú,a,

3. 남: 뭐 드릴까요? fudkjo fokafk@ 

 여: 비빔밥하고 김치찌개 주세요. msìïmí iy lsïÑÑf.a fokak'

4. 남: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ug lsïÑÑf.a lkak ´fka' iqrE uy;añh@

 여: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uu ;afõkaPxÑÑf.a lkakï'

5. 남: 수미 씨는 불고기 좋아해요? iqrE uy;añh mq,aflda.s j,g leu;so@

 여: 네,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Tõ" leu;shs' ;=jdkaa uy;d@

 남: 전 안 좋아해요. 전 비빔밥을 좋아해요. uu leu;s kE' uu leu;s msìsïmdí j,g'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③  3. ②  4. ①  5. ②

1. 남: 짜요. ¨Kq rihs

2. 남: 미영 씨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ñfhdx uy;añh mq,aflda.s j,g leu;so@

 여: 아니요, 저는 불고기를 안 좋아해요. 삼계탕을 좋아해요. 건우 씨는요?
  keye" uu mq,afld.s  j,g leu;s kE' iïflH:x j,g leu;shs' fldxjq uy;auhd@

 남: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uu msìïmí j,g leu;shs'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④  2. ③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ijka ÿka foa f;darkak'

 ① 사요. ② 써요. ③ 가요. ④ 짜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여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eyeKq flkd fudkjgo leu;s@

 ① 갈비탕 ② 불고기 ③ 삼계탕 ④ 비빔밥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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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my; mska;+r n,d .e<fmk jpkh fyda jdlHh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쇼핑  ② 배달

③ 약속  ④ 주문

2.

① 자리가 없습니다.  ② 손님이 없습니다.

③ 반찬이 없습니다.  ④ 식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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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쇼핑 ② 배달 

 ③ 약속  ④ 주문

2.  ① 자리가 없습니다. ② 손님이 없습니다.

 ③ 반찬이 없습니다. ④ 식당이 없습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몇 분이세요?   

 나:  .

 ① 두 명이요 ② 비빔밥 하나요

 ③ 불고기 일 인분이요 ④ 한 시 삼십 분이요

4. 가: 뭐 드릴까요?  

 나:  .

 ① 네, 있어요  ② 조금 매워요

 ③ 김치찌개 주세요  ④ 아니요, 안 좋아해요

5. 가: 뭐 먹을래요? 

 나:  .

 ① 지금 먹을래요   ② 제가 먹을래요

 ③ 비빔밥 먹을래요  ④ 여기에서 먹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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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l 1 iy wxl 2 mska;+rh n,d ksjerÈ fhÿu f;dark m%Yakhs' mska;+rh n,d Bg 

.e,fmk fhÿu f;darkak'

3.

 
가: 몇 분이세요? lS fofkla i|ydo@

나:                                                     .

     ① 두 명이요   ② 비빔밥 하나요

     ③ 불고기 일 인분이요  ④ 한 시 삼십 분이요

4.

 
가: 뭐 드릴까요? fudkjo fokak ´k@ 

나:                                                     .

     ① 네, 있어요   ② 조금 매워요

     ③ 김치찌개 주세요   ④ 아니요, 안 좋아해요

5.

 
가: 뭐 먹을래요? fudkjo lkafk@

나:                                                     .

     ① 지금 먹을래요   ② 제가 먹을래요

     ③ 비빔밥 먹을래요   ④ 여기에서 먹을래요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정답   1. ④  2. ①  3. ①  4. ③  5. ③

my; m%Yak j,g iqÿiq ms<s;=re f;darkak' by; bf.k .;a foa u;la lrñka 

m%Yakh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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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④  3. ②  4. ④  5. ④

정답   1. ①   2. ②   3. ②   4. ④   5. ③   6. ②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표현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Bg .e<fmk jdlHh f;darkak'

1.  
① 반찬 ② 메뉴판

  ③ 숟가락 ④ 젓가락

2.  
① 써요. ② 짜요.

  ③ 매워요. ④ 시어요.

3.  
① 음식을 골라요. ② 음식을 먹어요.

  ③ 음식을 배달해요. ④ 음식을 주문해요.

[4~6]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4.

 

저는 한국                을/를 자주 먹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비빔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uu fldßhdkq wdydr ks;r lkjd' úfYaIfhka mq,afld.S iy msìïmí j,g f.dvdla  

leu;shs'

 ① 과일  ② 노래 

 ③ 영화  ④ 음식

5.

 

오늘은 일이 많아서 공장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해서 자장면

을                        .

wo jev f.dvla ;sfhk ksid jevfmdf,a b|,d lEu lkak ys;=jd'tuksid Ök wdmkYd,djg 

ÿrl:kfhka wu;d cckafuHdx weKjï l,d'

 ① 남겼습니다  ② 보냈습니다 

 ③ 시켰습니다  ④ 팔았습니다 

6.

 
가: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g lkafka fudkjo@

나:                                         . 

 ① 많이 먹을 거예요  ② 불고기를 먹을 거예요 

 ③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④ 일요일에 먹을 거예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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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식당 Restaurants

문법 1 -(으)ㄹ래요

동사 뒤에 붙어서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듣는 사람의 의사를 물을 때 사용한다. 주로 친한 사람

하고 격식 없이 이야기할 때 쓰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래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래요

1) 가: 점심 뭐 먹을래요?

나: 저는 비빔밥 먹을래요.

2) 가: 저녁에 우리 같이 놀래요?

나: 좋아요. 같이 놀아요.

3) 가: 내일 뭐 할래요?

나: 저는 집에서 쉴래요.

-(으)ㄹ래요 is attached to a verb, is used a speaker’s 
opinion in a declarative sentence or to ask a listener’s 
opinion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It is often used 
in a close relationship as a casual way of speech.
-래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을래요 is used when a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자리가 있다 자리가 없다 메뉴판 메뉴
seats are available seats are not available menu menu

밥 반찬 숟가락 젓가락
rice side dishes spoon chopsticks

앉다 고르다 시키다(주문하다) 배달하다
to sit to pick to order to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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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음식의 맛 Tastes of foods

문법 2 안

동사나 형용사 앞에 놓여서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다. ‘명사+하다’의 동사는 명사 뒤에 ‘안’이 놓인다. 

예외적으로 ‘있다’의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은 ‘안 있다’가 아니라 ‘없다’이다.

1) 가: 아침 먹었어요?

나: 아니요, 안 먹었어요.

2) 가: 불고기가 매워요?

나: 아니요, 안 매워요.

3)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운동 안 했어요.

맛있다 맛없다 맵다 달다
delicious not tasty spicy sweet

짜다 싱겁다 쓰다 시다
salty bland bitter sour

안 expresses the negative or the opposite meaning of 
the verb or the adjective. In the case of the noun+하다 
verbs, 안 comes between the noun and the 하다 verb.
The negative way to express the verb is 없다, rather 
than 안 있다.

‘ㅂ’ 불규칙:    어간의 끝 음절 자음 ‘ㅂ’ 이 다른 모음

을 만나면 ‘ㅜ’로 바뀐다.   

ㅂ irregular: when ㅂ, the fi nal consonant of a 
stem meets another vowel, ㅂ changes into ㅜ.

예)   맵(다) + 어요 = 매워요

싱겁(다) + 어요 = 싱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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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ld,.=Kh meyeÈ,ss ksid is;g i;=gqhs

투안 비가 계속 오네요.
 jeiai È.gu ;sfhkjd' 

리한 네, 안 그치네요. 
 Tõ" kj;skafk keyefka'

 투안 씨, 우산 있어요?
 ;=jdka uy;auhd" l=vhla ;sfhkjo@ 

투안 아니요, 없어요. 리한 씨는요?
 keye" l=vhla keye' ßydkaa uy;auhd <Õ ;sfhkjo@ 

리한 저는 있어요. 

 이따가 저하고 같이 집에 가요.
 ug ;sfhkjd' álla bo,d ud;a tlal f.or huq' 

계속 È.gu

·  저는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uu fldßhka NdIdj È.gu 

bf.k .kak leu;shs' 

· 계속 비가 오면 축구를 못 할  

거예요. 
È.gu jeiai wdfjd;a mdmkaÿ 

l%Svdj lrkakg neß fjhs' 

이따가 állska

·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오세요.
   oeka ld¾hnyq, ksid állska 

tkak'

·  우리 이따가 이야기 좀 할까요?  
wms állska pqÜgla l:d lruqo@

1. 날씨가 어때요?	ld,.=Kh fldfyduo@ 

2. 투안 씨는 우산이 있어요?	;=jdka uy;dg l=vhla ;sfnkjdo@

정답   1. 비가 와요.   2. 아니요, 없어요.

대화 1  ixjdoh 1
Track 49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ld,.=Kh iy ye.Sï m%ldY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네요, –아서/어서

□ jpk Ndú;h ioyd Wmfoia  ld,.=Kh iy R;=" ysf;a i;=g wi;=g iy 

ye.Sï

□ ixialD;sl f;dr;=re	 fldßhdfõ R;= y;r  

my; oelafjkafka ßhdka iy ;=jdkaaa w;r ixjdohls' fofokd oeka l=vhla 

;sfhkjd oehs tlsfkldf.ka úusiñka isáhs' m%:ufhkau foni fojrla ijka 

§ bkamiq wkq.ukh lrñka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eg¿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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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좋다 ld,.=Kh fydohs 

맑다 meyeÈ,s wyi  

날씨가 나쁘다 ld,.=Kh krlhs 

흐리다 j,dl=¨ iys;hs  

비가 오다 jeiai jyskjd  

눈이 오다 ysu jefgkjd  

바람이 불다 iq<x yukjd  

그치다 k;r fjkjd 

· 봄은 따뜻해요. jika; ld,h Wkqiqï' · 여름은 더워요. .%Siau ld,h riaf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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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Siau ld,h 

따뜻하다
WKqiqï 

봄
jika; ld,h 

가을
ir;a ld,h 

시원하다
isis,a 

춥다
iS;,hs 

겨울
YS; ld,h

덥다
riafkhs 

정답   ① ㉡  ② ㉠  ③ ㉣  ④ ㉢  

㉠ 따뜻하다 ㉢ 시원하다㉡ 덥다 ㉣ 춥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ska;+rh foi n,d wod< jpkh iu. hd lrkak'

① ③② ④

어휘 1  jpk ud,dj 1 날씨와 계절 ld,.=Kh iy R;= 

fldßhdfõ R;= y;rla we;'  R;=fjka R;=jg ld,.=Kh fjkia fõ' tfykï 

ld,.=Kh iy R;= yd iïNkaO jpk iy fhÿï fudkjoehs n,uqo@

by; jpk foi fkdn,d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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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네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3)

2)

4)

오늘은 날씨가 너무

                                         .

오늘은 날씨가 정말

                                         .

오늘은 날씨가 너무

                                         .

오늘은 비가 정말 많이

                                         .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따뜻하네요. wo ld,.=Kh we;a;gu WKqqiqïfka'

정답   1) 덥네요  2) 시원하네요  3) 춥네요  4) 오네요

문법 1  jHdlrK 1 -네요 G15-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네요’ iy	‘-는군요’

‘-네요’ iy ‘-는군요’ w¿;ska oek .;a i;Hla ms<sn| mqÿu jk úg Ndú;d lrhs' ‘-네요’ hkak 

l;d lrk mqoa.,hd Rcqj ,nmq w;aoelSula Tiafia oek .;a i;Hla ms<sn| m%ldY lrk 

úg fhdod .kakd w;r ‘-는군요’ Rcqj ,nmq w;aoelSula Tiafia oek .;a i;Hla muKla 

fkdj ijka § oek .;a i;Hla ms<sn|j l;d lsÍfï§ o fhdod .kshs'

· 가: 한국까지 비행기로 10시간쯤 걸려요.

 나: 아, 여기 오는 데 10시간이나 걸리는군요.(O)/걸리네요.(X)

‘-네요’ jHdlrKh wjfndaO jqKd o@ tfykï WodyrK foi n,d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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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g f.dvla i;=gq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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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f.dvla 

·  오늘 참 덥네요. 

 wo f.dvla riafkhs' 

·  영화가 참 재미있어요.

   Ñ;%mgh f.dvdla 

úfkdaocklhs' 

무슨 lskï $ fudk $ l=uk 

·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fldßhdfõ fudk jevla lsÍugo 

leu;s@

·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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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wo ld,.=Kh flf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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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참 좋아요.  2. 겨울을 좋아해요.   3.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요.

대화 2  ixjdoh 2
Track 50

;=jdkaa iy iqre Tjqkaf.a m%sh;u R;=j .ek l;d lrñka isáhs' Tjqka fofokd 

leu;s R;= fudkjdo@ m%:ufhka ixjdoh fojrla ijka § kej;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y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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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좋다
yeÕSu fyd¢ka

기쁘다
i;=gqhs 

즐겁다
úkaokShhs

신나다
úfkdaockl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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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28 2014-06-11   오전 9:04:33

12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28 2014-06-11   오전 9:04:33

12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28 2014-06-11   오전 9:04:33

12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28 2014-06-11   오전 9:04:33

12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28 2014-06-11   오전 9:04:33

12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28 2014-06-11   오전 9:04:33

12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28 2014-06-11   오전 9:04:33

12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한국어 표준교재 6-15과(최종).indd   128 2014-06-11   오전 9:04:33

 • 시험을 잘 쳐서 기분이 좋아요. úNd.h fyd¢ka ,shQ ksid ys;g i;=gqhs'

 • 친구한테서 편지를 받아서 정말 기뻐요. hy¿jdf.ka ,smshla ,enqkq ksid f.dvla i;=gqhs' 

 • 시험을 못 쳐서 기분이 나빠요. úNd.h fyd¢ka fkd,shQ ksid ys;g ÿlhs' 

 • 영화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Ñ;%mgh f.dvdla ÿl ksid we~qjd'

 •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요. jev f.dvla lrmq ksid uykaishs' 

 • 어제 잠을 못 자서 졸려요. Bfha yß kskaola ke;s ksid ksÈu;hs'

기분이 나쁘다
ys;g wi;=gqhs 

슬프다
ÿlhs 

피곤하다
úvdm;a$uykais 

졸리다
ksÈu;hs

상쾌하다 kejqï ye.Sula oefkkjd 행복하다 m%S;su;a  우울하다 lkiai,a, 외롭다 yq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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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슬프다

외롭다

피곤하다

기분이 좋다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서/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아서/어서.’

보기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나:  날씨가 따뜻해서 봄을 좋아해요.

1)

2)

3)

4)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나: 날씨가  가을을 좋아해요.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나: 눈이  겨울을 좋아해요.

가: 오늘 기분이 어때요?                       

나: 날씨가  기분이 좋아요.

가: 오늘 기분이 어때요?                       

나: 비가  기분이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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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 피곤하다㉡ 외롭다 ㉣ 기분이 좋다

mska;+rh foi n,d wod< jpkh hd lrkak'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① ③②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2  jpk ud,dj 2 기분과 감정 ye.Sï iy oekSï

my; oelafjkafka yeÕSï yd oekSï iïNkaO úúO jpk yd m%ldYhka fõ' 

fudkjdf.a jpk ;sfí o hkak úuid n,uq o@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eg¿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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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mska;+r n,d WodyrKhg wkqj ‘-아서/어서’ Ndú;d lrñka ixjdoh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서/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l=uk R;=jgo leu;s@ 

나:  날씨가 따뜻해서 봄을 좋아해요.   
 ld,.=Kh WKqiqï jk ksid jika;hg leu;s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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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나: 날씨가                                  가을을 좋아해요.

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나: 눈이                                  겨울을 좋아해요.

가: 오늘 기분이 어때요?

나: 날씨가                                  기분이 좋아요.

가: 오늘 기분이 어때요?

나: 비가                                  기분이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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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시원해서 2) 와서 3) 좋아서 4) 와서

l%shdmo iy úfYaIK mo j,g iïnkaO ù uq,a ldrKh miqj fhfok ldrKhg fya;= fjk 

nj m%ldY lsÍug fhdod.efka'

ㅏ, ㅗ → -아서 ㅓ, ㅜ, ㅣ wd§ → -어서 하다 → 해서

가다 → 가서

좋다 → 좋아서

먹다 → 먹어서

있다 → 있어서

공부하다 → 공부해서

친절하다 → 친절해서

·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nv ßfok ksid frday,g .shd' 

· 약속이 있어서 먼저 집에 갔어요. fmdfrdkaÿ jQ fohla ;sfnk ksid uq,ska f.or .shd'

문법 2  jHdlrK 2 -아서/어서 G15-2 

‘-아서/어서’ jHdlrKh wjfndaO jqKd fkao@ tfykï WodyrK foi n,d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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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m%fya,sldj

✚ 다음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계절은 뭐예요? 
 my; mska;=r ÿgq úg isysjk R;=j l=ulao@

 ?

WodyrKh wkqj Tnf.aa rfÜ R;= iy ld,.=Kh y÷kajd fokak'

보기 한국의 계절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여름은 날씨

가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옵니다. 가을은 날씨가 시원합니다. 겨울은 날씨가 

춥습니다. 그리고 눈이 옵니다.

fldßhdfõ R;=

fldßhdfõ jika; ld,h" .%Siau ld,h" ir;a ld,h" YS; ld,h" jYfhka 

R;=fNaohka ;sfí' jika; ld,fha ld,.=Kh Wkqiqï' .%Siau ld,fha ld,.=Kh 

riafkhs' ta jf.au jeiso nyq,j weoyef,a' ir;a ld,fha§ isis,ah' YS; ld,fha§ 

ld,.=Kh YS;,h' ta jf.au ysu m;kh;a isÿ fõ'

<보기>처럼 여러분 나라의 계절과 날씨를 소개해 보세요.

정답   여름

정답   1) 따뜻합니다.   2) 눈이 옵니다.   3) 여름입니다.

✚ 알맞은 말에 하세요. ksjerÈ jpkhg bosßfhka  ,l=Kq lrkak' 

(1) 봄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시원합니다. 
 jika; ld,fha ld,.=Kh   WKqiqï'  isis,a' 

(2) 겨울은 춥습니다. 그리고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iS; ld,h iS;,hs' tfukau   jeiai jyskjd'   ysu jefgkjd' 

(3)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가을입니다. 
 ld,.=Kh f.dvla riafkhs' oeka   .%Siau ld,hhs'  YS; ld,hhs' 

활동  l%shdldrlï 

Y%S ,xldfõ fldßhdfõ fuka fkdj úh<s iy f;;a ld,.=Kh muKhs fkao 

;sfhkafka@ fldßhdfõ R;= y;rla ;sfnk w;r iEu R;=jlu ld,.=Kh 

fjkia' by; oelafjk WodyrKh lshjd my; i|yka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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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계절   fldßhdfõ R;= y;r 

겨울 YS; 봄 jika;h 여름 .%siauh 가을 ir;a

12월 foieïn¾ 3월 ud¾;= 6월 cqks 9월 iema;eïn¾ 

1월 ckjdß 4월 wfma%,a 7월 cQ,s 10월 Tlaf;dïn¾ 

2월 fmnrjdß 5월 uehs 8월 wf.daia;= 11월 fkdjeïn¾ 

정답   (1) 겨울 (2) 눈 (3) 덥습니다

정보  f;dr;=re 

내용 확인  w¾:h ;yjqre lSÍu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ysia ;ekg iqÿiq jpkh ,shkak ' 

(1) 12월부터 2월까지는 ‘  ’입니다. foieïn¾ isg fmnrjdß olajd ld,h YS; R;=j fõ'

(2) 겨울에는 ‘ ’이 옵니다. YS; R;=fõ § ysu jefghs' 

(3) 여름은 날씨가 ‘    ’. .%Siau ld,fha§ ld,.=Kh riaf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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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2]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Tn ijka ÿka foaa f;darkak'

1.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2.  ① 더워요.  ② 추워요.  ③ 맑아요.  ④ 흐려요.

Track 51

l;djg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oeka fudk R;=jo ;sfhkafk@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4.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wo ld,.=Kh fldfyduo@  

 ① 비가 옵니다.  ② 눈이 옵니다.

 ③ 날씨가 좋습니다.  ④ 날씨가 흐립니다.

5. 남자는 무슨 계절을 좋아합니까? msßñ flkd mqoa.,hd fudk R;=jgo leu;s@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wxl 1 R;= ms<sn| lshefjk jpk jk w;r" wxl 2 ld<.=Kh .ek lshfjk 

jpkhs' fyd¢ka ijka § ksjerÈ jpkh f;darkak'

my; ixjdo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ixjdohg ijka oSug fmr m%Yakh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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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가을 ir;a ld,h 

2. 여: 추워요. iS;,hs' 

3. 남: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wo ld,.=Kh f.dvla iS;,hs' 

 여: 하지만 눈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ta jqK;a ysu jegqKq ksid ys;g i;=gqhs' 

4. 남: 지금 비가 와요? oeka jyskjo@ 

 여: 아니요, 안 와요. 날씨가 아주 맑아요. kE" jyskafk kE' ld,.=Kh f.dvla meyeÈ,s' 

5. 남: 수미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iqñ uy;añh lskï R;=jgo leu;s@ 

 여: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uu .%Siau ld,hg leu;shs' ;=jdka uy;d@

 남: 전 봄을 좋아해요. uu jika;hg leu;shs'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③  5. ①

1. 남: 맑아요. meyeÈ,s'

2. 남: 부산은 지금 날씨가 좋아요? nQQidka j, ld<.=Kh oeka fyd|hso@

 여: 아니요, 안 좋아요. 바람이 불고 추워요. keye" fyd| keye' yq,x yukjd f.dvla iS;,hs'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②  2. ④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ijka ÿka foa f;darkak'

 ① 더워요. ② 맑아요. ③ 추워요. ④ 흐려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부산은 날씨가 어때요? nQidka j, ld<.=Kh fldfyduo@

 ① 눈이 와요.  ② 비가 와요.

 ③ 날씨가 좋아요.  ④ 날씨가 나빠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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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Jam 2 Sore.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필리핀에는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 

ms,smSkfha iS; R;=jla keye tu ksid ysu jefgkafka keye'

     ① 너무 추워요  ② 눈이 안 와요 ③ 겨울이 있어요  ④ 날씨가 흐려요

4.

 
가:                                                              ? 

나:  아주 좋아요. 맑아요. f.dvla fyd|hs' meyeÈ,s'

     ① 가을이 없어요   ② 비가 많이 와요

     ③ 오늘 날씨가 어때요  ④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5.

 
여름은 날씨가                               저는 여름을 안 좋아해요.

.%Siau ld,fha ld,.=Kh riafka ksid uu .%Siau ld,hg leu;s keye'

     ① 없어서  ② 있어서 ③ 더워서  ④ 추워서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 ① 더워요.  ② 추워요.

③ 흐려요.  ④ 시원해요.

2. ① 슬픕니다.  ② 외롭습니다.

③ 행복합니다.  ④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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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더워요. ② 추워요. 

 ③ 흐려요. ④ 시원해요.

2.  ① 슬픕니다. ② 외롭습니다.

 ③ 행복합니다. ④ 피곤합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베트남에는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

 ① 너무 추워요  ② 눈이 안 와요

 ③ 겨울이 있어요 ④ 날씨가 흐려요

4. 가:  ?

 나: 아주 좋아요. 맑아요.

 ① 가을이 없어요  ② 비가 많이 와요

 ③ 오늘 날씨가 어때요  ④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5. 여름은 날씨가  저는 여름을 안 좋아해요.

 ① 없어서 ② 있어서

 ③ 더워서   ④ 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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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③  3. ②  4. ③  5. ③

wxl 1 ld,.=Kh ms<sìUq lrk fhÿï jk w;r wxl 2 yeÕSï iy oekSï m%ldY 

lrk fhÿï fõ' mska;+r foi n,d ksjerÈ fhÿu f;darkak'

my; oelafjkafka ld,.=Kh yd R;= ms<sn| m%Yak fõ' bf.k .;a foa u;la 

lrñka m%Yakh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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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④   3. ②   4. ②   5. ③   6. ②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Bg .e<fmk ms<s;=r f;darkak'

1.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2.  
① 더워요. ② 추워요.

  ③ 눈이 와요. ④ 비가 와요.

3.  
① 신나요. ② 졸려요.

  ③ 피곤해요. ④ 기분이 나빠요.

[4~6]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4.

 

주말에             이/가 좋으면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비가 안 오면 좋겠

습니다. 

i;s wka;fha ld,.=Kh fyd| jqfkd;a hy¿jka iu. mdmkaÿ fi,a,ï lrkakhs bkafka' 

jeiai wdfõ ke;akï fyd|hs'

 ① 계절 ② 날씨  ③ 요일 ④ 휴일

5.

 

지난주에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이번 주부터 날씨가                .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sh i;sfha ld,.Kh riafk jqk;a fï i;sfha b|,d iS;, jqKd' >Klï we÷ï w¢kak fjhs 

jf.a'

 ① 더워졌습니다 ② 좋아졌습니다 ③ 추워졌습니다 ④ 시원해졌습니다. 

6.

 

한국에               눈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춥지 않아서 눈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fldßhdjg weú;a ysu uq,a j;djg oel .;a;d' wfma rg iS;, ke;s ksid ysu jefgkafka 

keye'

 ① 오면 ② 와서  ③ 오게 ④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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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moods

문법 2 -아서/어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앞이 뒤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서

‘ㅏ, ㅗ’가 아닐 때: -어서

‘하다’가 있을 때: -해서

1) 가: 어제 운동했어요?

나: 아니요.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어요.

2) 가: 겨울을 왜 안 좋아해요?

나: 너무 추워서 안 좋아해요.

3) 가: 오늘 기분 어때요?

나: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서/어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reason or 
a cause for an action or a state.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ㅏ or ㅗ, -아서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서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하다 becomes -해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to feel good to feel bad pleased sad

즐겁다 신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피곤하다 졸리다 외롭다 우울하다

pleasant excited to feel refreshed happy

tired sleepy lonely de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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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간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fj,dj ;sfhoaoS fndfyda fj,djg fgksia l%Svdlrkak hkjd

정답    1. 독서    2. 낚시 

1. 수루 씨의 취미는 뭐예요? iqre uy;df.a úfkdaodxYh l=ulao@

2. 투안 씨는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jdka uy;d fj,dj ;sfnk úg fudkjo lrkafka@ 

투안 수루 씨는 취미가 뭐예요?
  iqre uy;df.a úfkdaodxYh l=ulao@

수루 제 취미는 독서예요.
  uf.a úfkdaodxYh fmd;a lshùuhs'

  투안 씨는 취미가 뭐예요?
  ;=jdkaa uy;df.a úfkdaodxYh l=ulao@ 

투안 전 낚시를 좋아해요.
  uu ud¿ w,a,kak leu;shs'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가요. 
  ta ksid fj,dj ;sfnk úg ks;ru ud¿ w,a,kak hkjd'

취미 úfkdaodxY

leu;s ksid leue;af;ka lrk 

jev

·제 취미는 낚시예요.

   uf.a úfkdaodxYh ud¿ 

we,a,Suhs'

·아밀라 씨는 취미가 많아요.

  ta ksid fj,dj ;sfhk úg 

ks;ru ud¿ w,a,kak hkjd'

시간이 있다 fj,dj ;sfnkjd

⇔ 시간이 없다 fj,djla keye

·가: 월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iÿodg fj,dj ;sfnkjo@

   나: 미안해요. 월요일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iudfjkak' iÿodg ld¾hnyq, 

ksid fj,djla keye'

·언제 시간이 있어요?
   ljogo fj,dj ;sfhkafka@

항상/언제나 ks;ru$ ´kEu fj,djl    주로/보통 fndfydaúg$ idudkHfhka    자주 ks;ru      가끔 we;eï úg

Tip	빈도 부사 ks;r Ndú;d jk l%shd úfYaIK mo

대화 1  ixjdoh 1
Track 52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úfkdaodxY mejiS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ㄹ 때, –(으)러 가다

□ jpk Ndú;h ioyd Wmfoia úfkdaodxY" l%Svd 

□ ixialD;sl f;dr;=re	 úfkdaod;aul l%shdldrlï jevigyka 

my; foni iqre iy ;=jdka w;r we;s jq ixjdohhs' fofokd úfkdaodxY .ek 

l;dlrñka isáhs' uq,skau l;djg fojrla ijka§ kej; lshjkak' 

fydÈka wid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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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이 계속되는 동안이나 시간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 때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 때

1) 가: 운동을 매일 해요?

나: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2) 가: 언제 기분이 좋아요?

나: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3) 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났어요?

나: 제주도를 여행할 때 만났어요.

어휘 1 취미  Hobbies

문법 1 -(으)ㄹ 때

독서하다 낚시하다 여행하다 등산하다
to read to go fi shing to travel to hike

사진을 찍다 외국어를 배우다 콘서트를 보다 운동 경기를 보다
to take pictures to learn foreign languages to go for a concert to watch sports games

음악을 듣다 기타를 치다 피아노를 치다 춤을 추다
to listen to music to play the guitar to play the piano to dance

-(으) ㄹ 때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the duration of 
time when something takes place. 
When a stem ends in a vowel or ㄹ,  
ㄹ-때 is added.
When a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 때 is added.

‘ㄷ’ 불규칙:   어간의 끝 음절 자음 ‘ㄷ’이 다른 모음을 만나면 ‘ㄹ’로 바뀐다.
ㄷ irregular: If ㄷ as the fi nal consonant of the stem meets another vowel, ㄷ becomes ㄹ.

예)   듣(다) + 어요 = 들어요

걷(다) + 을래요 = 걸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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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하다
fmd;a lshjkjd

낚시하다
ud¿ w,a,kjd

여행하다
ixpdrh lrkjd

등산하다
lÿ k.s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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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다
PdhdrEm .kakjd

외국어를 배우다
úfoaY NdIdjka 

bf.k .kakjd

콘서트를 보다
ixo¾Yk n,kak 

hkjd

운동 경기를 보다
l%Svd ;rÕ krUkak 

h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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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듣다   
ix.S;hg ijkafokjd

기타를 치다
.sgdrh jdokh 

lrkjd

피아노를 치다
mshdfkdaj jdokh 

lrkjd

춤을 추다
k¾;kh lr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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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때’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때.’

가: 날씨가 좋을 때 뭐 해요?

나: 등산해요.

보기

1)  가:  뭐 해요?

  나: 집에서 책을 읽어요.

2)  가:  뭐 해요?

  나: 노래를 불러요.

3)  가:  뭐 해요?

  나: 음악을 들어요.

4)  가:  뭐 해요?

  나: 많이 자요.

①     ㉠

②     ㉡

③     ㉢

④     ㉣

낚시하다

독서하다

등산하다

여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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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때’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때.’

가: 날씨가 좋을 때 뭐 해요?

나: 등산해요.

보기

1)  가:  뭐 해요?

  나: 집에서 책을 읽어요.

2)  가:  뭐 해요?

  나: 노래를 불러요.

3)  가:  뭐 해요?

  나: 음악을 들어요.

4)  가:  뭐 해요?

  나: 많이 자요.

①     ㉠

②     ㉡

③     ㉢

④     ㉣

낚시하다

독서하다

등산하다

여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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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하다 ㉢ 등산하다㉡ 독서하다 ㉣ 여행하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mska;=r foi n,ñka .e,fmk fhÿu yd hd lrkak'

① ③②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jpk ud,dj 1 취미 úfkdaodxY 

jpkh wjidkhg fhfok ‘ㄷ’ wl=r fjk;a iajrhla yd uqK.eiqk úg ‘ㄹ’ njg m;afjhs'

예) 듣(다) +어요 =들어요, 걷(다) +을래요 = 걸을래요

‘ㄷ’ wúêu;a kS;sh

my; oelafjkafka úfkdaodxY yd iïnkaO úúO fhÿï fõ' l=uk wdldrfha 

fhÿï ;sfíoehs fidhd n,uqo@

by; jpk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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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 foi n,ñka WodyrKfha oelafjk wkaoug ‘-(으)ㄹ 때’ fhdod foni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때’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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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가:                                           뭐 해요?

나: 집에서 책을 읽어요.

가:                                           뭐 해요?

나: 노래를 불러요.

가:                                           뭐 해요?

나: 음악을 들어요.

가:                                           뭐 해요?

나: 많이 자요.

l%shd mohlg fyda úfYaIK mohlg iïnkaO lr hïlsis l%shdjla È.gu isÿjk w;r;=r 

ld,h m%ldY lrhs'

자음^jH[ack& → -을 때 모음^iajr&, 자음 ‘ㄹ’^jH[ackh-ㄹ&	→ -ㄹ 때

읽다 → 읽을 때
자다 → 잘 때

놀다 → 놀 때

· 가: 운동을 매일 해요? jHdhdu yeuodu lrkjdo@

  나: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keye" fõ,dj ;sfhk fldg lrkjd'

· 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났어요? ta mqoa.,hdj ljoao yuqjqfka@

  나: 여행할 때 만났어요. fidjq,a k.rfha ixpdrh lrk fldg yuqjqKd'

보기
가: 날씨가 좋을 때 뭐 해요? ld,.=Kh fyd| kï fudlo lrkafka@

나: 등산해요. l÷ k.skak hkjd'

정답   1) 비가 올 때    2) 기분이 좋을 때    3) 화가 날 때    4) 피곤할 때

문법 1  jHdlrK 1 -(으)ㄹ 때 G16-1 

‘-(으)ㄹ 때’ wjfndaO jqKd o@ tfiakï WodyrKfha oelafjk wkaoug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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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한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ßydka uy;d i;s wka;hg idudkHfhka fudkjo lrkafka@

2. 두 사람은 내일 뭘 할 거예요? fofokd fyg fudkjo lrkafka@

정답   1. 운동해요.   2. 축구를 할 거예요. 

대화 2  ixjdoh 2
Track 53

민수 리한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ßydkaa i;swka;fha idudkHfhka fudkjo lrkafka@

리한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해요.
   uu l%Svd lrkak leu;s ksid idudkHfhka l%Svd lrkjd' 

민수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fudk l%Svd j,go jeäfhkau leu;s@

리한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mdmkaÿ j,g jeäfhkau leu;shs'

민수 그래요? 그러면 내일 저하고 

 같이 축구하러 갈래요? 
   tfyuo@ tfykï fyg ud;a iuÕ mdmkaÿ  

l%Svd lrkak huqo@ 

리한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fyd|hs' tlg huq'  

ud;a mdmkaÿ l%Svdlrkak leu;shs'

N하고 같이 tlal $ tlg 

mqoa., kdu j,g miqj fhfok w;r hï 

l%shdjla tlg lruq hk w¾:h fohs'

· 오늘은 친구하고 같이 등산해요.

   wo hy¿jd iuÕ l÷ k.skak hkjd'

· 어제 동생하고 같이 시장에 갔어요.

   Bfha u,a,s iu. fmd,g .shd'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모임입니다. 

tlu úfkdaodxYh ;sfnk wh tlg tl;= ù tu úfkdaodxYh lrk yuqùula olajhs'

Tip	취미 활동 동호회 úfkdaodxY iudch

축구 동호회
mdmkaÿ 

iudch

등산 동호회
l÷ ke.Sfï 

iudch

사진 동호회
PdhdrEm .ekSfï 

iudch

요리 동호회
wdydrmsiSfï 

iudch

ñkaiq yd ßydkaa i;s wka;fha lrk l%shdldrlï .ek l;dlrñka isáhs' l=uk 

fohla ms<sn| l:d lrhs oehs n,kak' m,uqj fonig fojrla ijkaoS kej; 

lshjkak'

fyd¢ka wid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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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운동 Sports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장소에 가는 목적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러 가다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러 가다

1) 가: 어디 가요?

나: 운동하러 가요.

2)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전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3) 가: 시간 있을 때 뭐 해요?

나: 저는 사진 찍으러 자주 가요.

문법 2 -(으)러 가다

축구하다 농구하다 야구하다 수영하다
to play soccer to play basketball to play baseball to swim

테니스를 치다 배드민턴을 치다 볼링을 치다 골프를 치다
to play tennis to play badminton to bowl to play golf

스케이트를 타다 스키를 타다 자전거를 타다
to skate to ski to bike

-(으)러 가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speaker's intention of 
going to a certain place.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러 가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러 가다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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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다
mdmkaÿ l%Svd lrkjd

농구하다
oe,amkaÿ l%Svd lrkjd

야구하다
fíiafnda,a l%Svd lrkjd

수영하다
msyskkjd

테니스를 치다   
fgksia l%Svd lrkjd

배드민턴을 치다
neâñkagka l%Svd lrkjd

볼링을 치다
fnd,ska l%Svd lrkjd

골프를 치다
f.d,a*a l%Svd lrkjd

스케이트를 타다  
ysuu; ,siaiaidhdu lrkjd

스키를 타다
ils lrkjd

자전거를 타다
nhsisl,a mÈ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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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with the appropriate expression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러 가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러 가다.’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축구하러 가요.
보기

1)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2)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3)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4)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①     ㉠

②     ㉡

③     ㉢

④     ㉣

수영하다

축구하다

농구하다

야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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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다 ㉢ 농구하다㉡ 축구하다 ㉣ 야구하다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mska;=r foi n,ñka .e,fmk fhÿu yd hd lrkak'

① ③② ④

정답   1) ㉡   2) ㉢   3) ㉣   4) ㉠

어휘 2  jpk ud,dj 2 운동 l%Svd

l%Svd j,g iïnkaO jpk bf.k .ksuq@

Tn by; bf.k.;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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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러’ hkak l%shdmohlg iïnkaO lr hïlsis ia:dkhlg hk wruqK yÕjhs'  

‘가다^hkjd&" 오다^tkjd&" 나가다^msgj hkjd&" 나오다^meñfKkjd&" 들어가다^we;=<g hkjd&" 들어

오다^we;=<g tkjd&" 올라가다^Wvg hkjd&" 올라오다^Wvg tkjd&" 내려가다^my<g hkjd&" 내려오

다^my<g tkjd&" 다니다^.uka lrkjd&’ hkd§ .ukalsrSu yÕjk l%shdmo iu. tlg fhdod.

kS'

자음^jH[ack& → -으러 가다/오다 모음^iajr&, 자음 ‘ㄹ’^jH[ackh-ㄹ&	→ -러 가다/오다

찾다 → 찾으러 가다/오다
쉬다 → 쉬러 가다/오다

놀다 → 놀러 가다/오다

· 주말에 친구하고 같이 운동하러 갈 거예요. i;swka;fha ñ;=rka iu. tlg jHdhdu lrkak hkjd'

· 가: 시간 있을 때 뭐 해요? fõ,dj ;sfhkfldg fudkjo lrkafka@

   나: 주로 사진 찍으러 가요. m%Odk jYfhka PdhdrEm .kak hkjd' 

보기

mska;=rfoi n,d WodyrKfha oelafjk wdldrhg ‘-(으)러 가다/오다’ fhdod foni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러 가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fj,dj ;sfnk fj,djg fudkjo lrkafka@

나: 축구하러 가요. mdmkaÿ l%Svd lrkak hkjd'

1) 

2)

3)

4)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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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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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축구하러 가요.
보기

1)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2)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3)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4)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 

①     ㉠

②     ㉡

③     ㉢

④     ㉣

수영하다

축구하다

농구하다

야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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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농구하러 가요  2) 테니스를 치러 가요  3) 골프를 치러 가요  4) 자전거를 타러 가요

‘-(으)러 가다/오다’ wjfndaO jqKd o@ tfyu kï WodyrKfha oelafjk wdldrhg 

foni iïmq¾K lrkak'

문법 2  jHdlrK 2 -(으)러 가다/오다 G16-2 

‘-(으)러 가다/오다’ wjfndaO jqKd o@ tfyu kï WodyrKfha oelafjk wdldrhg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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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리한 씨는 취미가 뭐예요? ßydkaaf.a úfkdaodxYh fudllao@

나: 제 취미는 요리예요. uf.a úfkdaodxYh wdydr msiSsuhs'

가: 언제 요리해요? fldhs fj,djgo lEu Whkafka@

나:  시간이 있을 때 가끔 요리해요. fj,dj ;sfnk fj,djg lEu Whkjd'

<보기>처럼 친구들의 취미를 조사해 보세요. 
WodyrKfhka fmkajd oS we;s wdldrhg hy¿jkaf.a úfkdaodxY .ek fidhd n,kak'

이름 ku 취미 úfkdaodxY 언제 ljoao

보기 	 리한
요리

wdydr msiSsu

시간 있을 때 가끔
fõ,dj ;sfhk fj,djg iuyr úg

1) 투안
등산

l÷ ke.Su

기분이 안 좋을 때
i;=gq ke;s fj,djg 

2)

3)

4)

5)

정답   배드민턴

퀴즈 m%fya,sldj

✚ 다음 문장을 보고 생각나는 운동을 이야기해 보세요. 
 my; jdlH foi n,d u;la jk l%Svdj l=ula oehs lshkak'

공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fnda,hlska lrk l%Svdjla fjhs' 

공에 날개가 있어요. fnda,hg msydgq ;sfí'

두 사람 이상 할 수 있어요. fokafkl=g jeä msßilg lrkak mq¿jka l%Svdjla'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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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복지관, 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는 외

국인들의 즐거운 한국생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

육, 컴퓨터, 태권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ieu m%foaYhlu iqNidOk uOHia:dk" úfoaYSh lïlre uOHia:dk" úfoaYSh ñksia Y%u uOHia:dk 

úfoaYSh ixialD;sl uOHia:dk" jeks úúO uOHia:dk u.ska úfoaYSlhkag i;=gqodhl fldßhdkq ðú;hla 

.; lsÍug úúO wOHdmk jevigyka l%shd;aul lrhs" fldßhdkq NdIdj" mß.Kl" f;lafjdkafod jeks 

jevigyka u.ska úfkdaodxY w;aoelSï ,nd .eksug mq¿jka'

취미 활동 프로그램 
úfkdaodxY jevigyka

한국어 수업
fldßhka NdId mka;s

태권도 수업
f;lafjdkafod mka;s

컴퓨터 수업
mß>kl mka;s

요리 수업
wdydr msiSfï mka;s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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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4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독서예요.                     ② 독서할래요.

 ③ 독서 안 해요.                ④ 독서하고 싶어요.

4. ① 낚시하러 가요.                ② 제 취미는 낚시예요.

 ③ 친구하고 같이 해요.          ④ 시간이 있을 때 해요.

5. ① 일요일에 해요.                ② 테니스 치러 가요.

 ③ 내일이 주말이에요.            ④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Track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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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my; oelafjk mska;+r n,d ksjerÈ ms<s;=re f;darkak'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독서예요.  ② 독서할래요.

 ③ 독서 안 해요.  ④ 독서하고 싶어요.

4.  ① 낚시하러 가요.  ② 제 취미는 낚시예요.

 ③ 친구하고 같이 해요.  ④ 시간이 있을 때 해요.

5.  ① 일요일에 해요.  ② 테니스 치러 가요.

 ③ 내일이 주말이에요.  ④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Track 54

wxl 1 iy wxl 2 mska;+r n,d .e,fmk jpkh f;dark m%Yak fõ' fydÈka ijka 

§ Tng weiqkq ms<s;=re f;drkak'

my; oelafjkafka fyd|ska ijka § .e,fmk ms<s;=r f;dark m%Yakh fõ' m%Yakh 

weiSug fmr W;a;r tla jrla úuid n,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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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독서 fmd;a lshùu     ② 여: 낚시 ud¿ we,a,Su

 ③ 여: 여행 ixpdrh lsÍu              ④ 여: 등산 l÷ ke.Su

2. ① 남: 축구 mdmkaÿ   ② 남: 농구 oe,amkaÿ

 ③ 남: 야구 fíiafnda,a              ④ 남: 수영 msyskSu

3. 여: 취미가 뭐예요? úfkdaodxYh l=ulao@

4. 남: 주로 언제 낚시를 해요? idudkHfhka fldhsfj,jgo ud¿ we,a,Sug hkafka@

5. 여: 주말에 보통 뭐 해요? i;s wka;fha idudkHfhka fudkjo lrkafka@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③  3. ①   4. ④   5. ② 

1. ① 남: 요리를 배워요. Whkak mqreÿ fjkjd' ② 남:  컴퓨터를 배워요. mrs.Klh mqreÿ fjkjd'

 ③ 남:  태권도를 배워요. f;lafjdkafod mqreÿ fjkjd' ④ 남: 한국어를 배워요. fldrshdkq NdIdj mqreÿ fjkjd'

2. 여: 건우 씨, 요즘도 바빠요? fldkajq uy;añh fï osk j,;a ld¾hnyq,o@

 남: 어제까지 일이 많아서 좀 바빴어요. Bfha fjkl,a jev f.dvlA ;snqk ksid álla ld¾hnyq, jqKd' 

  오늘부터 다음 주말까지는 별로 바쁘지 않아요. wo mgka B,Õ i;swka;h olajd ld¾hnyq, keye'

 여: 그래요? 제가 기타를 배워 보려고 하는데 혹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we;a;o@ uu .sgd¾ bf.k .kak lsh,d mqq¨jkao ug álla W.kajkak@ 

 남: 그럼요. 주말에 휴게실에서 만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ke;akï' i;s wka;fhaoS úfõl ldurfhaoS uqK.efiuq' uu W.kajkakï'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1.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uu mqoa.,hd l=ula lrñka isào@ 

   ①                ②                ③               ④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여자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fuu i;swka;fha ldka;dj l=ulao lrkafka@

 ① 기타를 배울 겁니다.  ② 한국어를 가르쳐 줄 겁니다.

 ③ 일이 많아서 출근을 할 겁니다. ④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겁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6

정답   1. ③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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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Jam 2 Sore.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제 취미는 낚시예요. 저는 낚시가 정말                            .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항상 낚시를 

하러 가요.

ud¿ we,a,Su uf.a úfkdaodxYhs' uu ud¿ we,a,Sug f.dvla leu;shs' tuksid fj,dj ;sfnk ieu 

úglu ud¿ w,a,kak hkjd'

     ① 슬퍼요  ② 좋아요 ③ 맛있어요  ④ 재미없어요

4.

 
가:                                        ?

나:  전 주로 자전거를 타러 가요. uu kï idudkHfhka nhsisl,h mÈkak hkjd'

     ① 왜 자전거를 타요   ② 주말에 보통 뭐 해요

     ③ 누구하고 자전거를 타요  ④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5.

 
가: 무슨                          을 좋아해요? fudk l%Svd j,go leu;s@

나:  전 축구를 좋아해요. uu mdmkaÿ j,g leu;shs'

     ① 음식  ② 계절 ③ 요일  ④ 운동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 ① 피아노를 쳐요.  ② 음악을 들어요.

③ 사진을 찍어요.  ④ 외국어를 배워요.

2. ① 축구해요.  ② 수영해요.

③ 테니스를 쳐요.  ④ 자전거를 타요.

   16과_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14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피아노를 쳐요.  ② 음악을 들어요. 

 ③ 사진을 찍어요.  ④ 외국어를 배워요.

2.  ① 축구해요.  ② 수영해요. 

 ③ 테니스를 쳐요.  ④ 자전거를 타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제 취미는 낚시예요. 저는 낚시가 정말 .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항상 낚시를 하러 가요.

① 슬퍼요  ② 좋아요 

③ 맛있어요  ④ 재미없어요

4. 가: ?

 나: 전 주로 자전거를 타러 가요.

① 왜 자전거를 타요                  ② 주말에 보통 뭐 해요

③ 누구하고 자전거를 타요            ④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5. 가: 무슨 을 좋아해요?

 나: 전 축구를 좋아해요.

① 음식            ② 계절           

③ 요일  ④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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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④   3. ②   4. ②  5. ④

1 isg 3 olajd we;af;a mska;=rh foi n,d mska;=rhg .e,fmk jdlH f;drk m%Yak 

fõ' mska;+rhg .e,fmk jdlH f;darkak'

my; oelafjkafka jdlH fyda fonia lshjd ysia;ekg .e,fmk fhÿu f;dark 

m%Yak f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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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①   3. ②   4. ③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Bg .e<fmk fhÿu f;darkak'

1.  

① 골프 ② 농구

  ③ 수영   ④ 축구

2.  

① 스키 ② 테니스  

  ③ 배드민턴 ④ 스케이트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제 취미는 등산입니다. 주말이면 자주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갑니다.

uf.a úkdaodxYh l÷ ke.Suhs' i;swka; j,oS ks;ru  wi, ;sfnk l÷ j,g hkjd'

 ① 하고 ② 하러 ③ 하면 ④ 해서

4.

 

저는 한국에              비행기를 탈 겁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무섭지만 재미있을 것 같습

니다.

uu fldrshdjg hk úg .=jka hdkfhka hkafka' m<uq j;dj ksid álla nh ys;=k;A úfkdaockl 

fphs jf.a'

 ① 가고 ② 가러  ③ 갈 때 ④ 간 후

확장 연습 jeäÿr wNHdi

13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운동 Sports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장소에 가는 목적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러 가다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러 가다

1) 가: 어디 가요?

나: 운동하러 가요.

2)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전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3) 가: 시간 있을 때 뭐 해요?

나: 저는 사진 찍으러 자주 가요.

문법 2 -(으)러 가다

축구하다 농구하다 야구하다 수영하다
to play soccer to play basketball to play baseball to swim

테니스를 치다 배드민턴을 치다 볼링을 치다 골프를 치다
to play tennis to play badminton to bowl to play golf

스케이트를 타다 스키를 타다 자전거를 타다
to skate to ski to bike

-(으)러 가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speaker's intention of 
going to a certain place.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러 가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러 가다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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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r[ r ] ’ iy ‘,[ l ] ’ WÉpdrKhka folgu fldrshkq NdIdfõ we;af;a ‘ㄹ’ wCIrh muKs' fuu ‘ㄹ’ 
wlaIrh iajr w;r fh§fï§ [ r ] f,i WÉpdrKh lrk w;r" wlaIrdKq w. fhfoa kï [ l ]
f,i WÉpdrKh lrhs'

(1) 다리, 우리, 노래, 소리

(2) 달, 말, 쌀, 솔, 하늘

발음 WÉpdrKh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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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리한 씨는 제주도에 가 봤어요?
 ßyka uy;aud fcacq ÿm;g .syska ;sfhkjd o@

리한 네, 가 봤어요. 
 Tõ" .syska ;sfhkjd'

투안 제주도가 어땠어요? 좋았어요?
 fcacq ÿm; fldfydu o@ fyd| o@

리한 네, 정말 좋았어요.
 Tõ" we;a;gu fyd|hs'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úfYaIfhkau uqyqo f.dvla ,iaikhs'

투안 그래요? 저도 제주도에 가 보고 싶어요.
 tfyu o@ ug;a fcacq ÿm;g .syska n,kak wdihs'

특히 úfYaIfhkau 
fjk;a tajdg jvd f.dvla lemS 
fmfkkjd

·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축구를 좋아해요.

  uu l%Svdj,g leu;shs' 
úfYaIfhkau mdmkaÿj,g 
leu;shs'

·  한국 음식은 아주 맛있어요.  
특히 비빔밥이 맛있어요.

  fldßhdfõ lEu f.dvla  
rij;a' úfYaIfhkau  
msìïnma rij;a'

17 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ksjdvqfõ oS fcacq ÿm;g hkak bkakjd

1.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ßydkaa uy;auhd fldfyao .sfha@

2. 제주도가 어때요? fcacq ÿm; fldfydu o@

정답  1. 제주도   2. 바다가 아름다워요.

대화 1  ixjdoh 1
Track 55

어땠어요?  fldfydu o@ ^w;S;fha 

isÿjq isÿùula ms<sn| úuiSfïoS& 

wfkla md¾Yjh oekgu ,nd .;a 

w;aoelSï .ek ye.Sï yd ;;a;ajh 

úuiSfïoS Ndú;d flf¾

·  가: 어제 구경한 집은 어땠어요? 

  Bfha n,mq f.or fldfydu o@

·  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월세가 좀 비쌌어요.

  msßisÿhs fyd|hs' ta;a f.j,a 

l=,sh álla jeähs'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ixpdrl w;aoelSï yd ie,iqï ms<sn|j l;d 

lsßu 

□jHdlrK  Ndú;h ioyd Wmfoia –아/어 보다, –(으)ㄹ 거예요

□ jpk Ndú;h ioyd Wmfoia  ixpdrl ia:dk" ixpdrh i|yd iqodku yd 

l%shdldrlï 

□ ixialD;sl f;dr;=re	 fldßhdfõ ixpdrl ia:dk 

my; oelafjkafka ßydka yd ;=jdkaaf.a foni fõ' fofokdu oeka ixpdrl 

w;aoelSï .ek l;d lrñka isáhs' m%:ufhkau foni fojrla wid kej; 

lshkak'

fydÈka wid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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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사람들이 친절하다   2) 아름답다  3) 유명하다   4) 경치가 좋다

mska;+rhg .e,fmk m%ldYh fldgqfjka f;dard ,s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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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Fill in each blank with the expression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어 보다.’

제주도에 가 봤어요.
보기

1)  바다에서 .

2)  불고기를 .

3)  한복을 .

4)   김치를 .

1) 3)2) 4)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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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17과_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45

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 보다

‘ㅏ, ㅗ’가 아닐 때: -어 보다

‘하다’가 있을 때: -해 보다

1)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아니요, 안 가 봤어요.

2) 가: 전주비빔밥을 먹어 봤어요?

나: 네, 먹어 봤어요.

3) 가: 투안 씨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나: 아니요.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어휘 1 여행지 Tourist attractions

문법 1 -아/어 보다

산 동굴 폭포 호수
mountain cave fall lake

유적지 민속촌 놀이공원 드라마 촬영지
historic site folk village amusement park fi lm (K-drama) shooting location

강 바다 섬 온천
river sea island hot spring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beautiful famous to have a great scenery people are kind/nice

-아/어 보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one’s experiences.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ㅏ 
or ㅗ, -아 보다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 보세요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 해 보다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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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Õ

바다
uqyqo

섬
ÿm;

온천
WKqosh W,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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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fm!rdKsl ia:dk

민속촌
w;S;fha ;snq .ïudk

놀이공원
úfkdao Whk

드라마 촬영지
kdgH rE.; lrk ia:d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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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다
,iaikhs

유명하다
m%isoaOhs

경치가  좋다
jgmsgdj fyd|hs

사람들이 친절하다
ñksiaiq lreKdjka;hs

산
lkao

동굴
.=ydj

폭포
osh we,a,

호수
ú,

어휘 1  jpk ud,dj 1 여행지 ixpdrl ia:dk

my; oelafjkafka ixpdrl ia:dk yd ine|s úúO jpk yd m%ldYhka fõ'

by; jpk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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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a yd iu. iïnkaO ù W;aidyhla fyda w;a±lSula w¾:j;a lrhs' l=uk wdldrfha 

fyda l%shdjla lsÍug W;aidy lsÍfï§ ‘-아/어 봐요^^-,d n,kjd&’ fyda ‘-아/어 보세요^-,d 

n,kak&’	hkqfjkao" w;a±lSula ms<sn| úia;r lsÍfï§ ‘-아/어 봤어요^-,d ;sfhkjd&’ hk 

jHqyh fhdod.kS' n,kjd ^보다& hk jHqyh fhdod.kS' 

ㅏ, ㅗ → -아 보다 ㅓ, ㅜ, ㅣ wd§  → -어 보다 하다 → 해 보다

가다 → 가 보다

마시다 → 마셔 보다

먹다 → 먹어 보다

읽다 → 읽어 보다

공부하다 → 공부해 보다

운동하다 → 운동해 보다

·이 옷을 입어 보세요. fï we÷u we|,d n,kak'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fþcq ¥m;g .syska ;sfhkjo@

 나: 네, 가 봤어요. 아상카 씨도 한번 가 보세요. 

 Tõ' .sys,a,d ;sfhkjd' wixl uy;a;h;a tl mdrla .sys,a,d n,kak'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fldßhdfõ bkak ld,fha f.dvdla ixpdrh lr, n,kak ´k'

문법 1  jHdlrK 1 -아/어 보다 G17-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mska;+rh n,d WodyrKfha fmkajd we;s whqßka ‘-아/어 보다’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보기

14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Fill in each blank with the expression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아/어 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아/어 보다.’

제주도에 가 봤어요.
보기

1)  바다에서 .

2)  불고기를 .

3)  한복을 .

4)   김치를 .

1) 3)2) 4)

보기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146 2014-06-11   오전 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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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가 봤어요.  fcacq ÿm;g .syska ne¨jd'

1)

3)

2)

4)

바다에서                             .

한복을                             .

불고기를                             .

김치를                             .

정답   1) 수영해 봤어요   2) 먹어 봤어요   3) 입어 봤어요   4) 담가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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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 보다’ wjfndaO jqKd o@ tfyu kï WodyrKfhka fmkajd oS we;s wdldrhg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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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수루 씨,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iqre uy;auhd" fujr ksjdvqjg fudlo lrkak bkafka@  

수루 친구하고 설악산에 갈 거예요.
 hy¿jka iu. fidrla lkaog hkak bkakjd'

 투안 씨는 뭐 할 거예요?
 ;=jdkaa uy;aud fudlo lrkak bkafka@

투안 저는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uu fcacq ÿm;g hkak bkakjd'

수루 비행기 표는 샀어요?
 .=jka m%fõY m;%h ñ,oS .;a;d o@

투안 네,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 
 Tõ" kjd;eka .kakd ia:dkh oekgu;a fjka l<d'

이번 (지난 / 다음) 
fujr^.shjr$ Bg miq&

blaukska u <.dfjk ld,h  

이번" .; jq ld,h oelaùfï §  

지난" bosßhg meñfKk ld,h  

다음 f,i o Ndú;d flf¾'

·이번 주말에 테니스를 치러  
 가요.
  fuu i;s wka;fha fgksia 

fi,a,ï lrkjd'

·지난해에 한국에 왔어요.
   .sh wjqreoafoa fldßhdjg wdjd'

·  다음 휴가에는 제주도에  
갈 거예요.

   ,nk ksjdvqjg fcacq ÿm;g 

hkjd'

호텔  
fydag,h

민박  
;djld,slj kjd;eka .; yels 

fm!oa.,sl ksjila

콘도
ksjdvq ksfla;kh

펜션
fmkafIdka 

^kjd;eka .kakd ia:dkhla&

여관
fudfg,a 

^kjd;eka .kakd ia:dkhla&

유스호스텔
fhdjqka fkajdisld.drh

Tip	 숙소 kjd;ekam,

대화 2  ixjdoh 2
Track 56

정답   1. 설악산에 갈 거예요.   2. 제주도

1. 수루는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iqre uy;aud fujr ksjdvqjg fudlo lrkak bkafka@

2. 투안은 휴가 때 어디에 갈 거예요? ;=jdkaa uy;aud ksjdvqjg fldfyao hkak bkafkaa@

N 때 úg

kdu mohla w.g fhdok w;r 
ls%hdjla isÿjk fj,dj oelaùfï 
oS Ndú; flf¾'

·오늘 점심 때 뭐 먹었어요?
 wo oyj,a lEug fudkjd o 

lEfõ@

·방학 때 고향에 갈 거예요.
 ksjdvqjg .ug hkjd'

;=jdkaa yd iqre uy;ajreka ksjdvq ie,eiau ms<sn|j l;d lrñka isáhs'  uq,skau 

fonig fojrla ijka fokak' bka miqj foni kej; lshjkak'

fydÈka wid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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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mska;+rhg .e,fmk m%ldY my;ska f;dard ,shkak'

   17과_휴가 때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149

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거예요.’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집에서 쉴 거예요.

보기

1)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                       

2)  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

3)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

4)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제주도에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보기 표를 사다              짐을 싸다              기념품을 사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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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표를 사다  짐을 싸다  기념품을 사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정답   1) 기념품을 사다   2) 박물관을 관람하다   3) 표를 사다   4) 짐을 싸다

어휘 2  jpk ud,dj 2 여행 준비와 활동 ixpdrh i|yd iqodku yd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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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여행 준비와 활동 Planning a trip and activities

동사 뒤에 붙어서 미래의 계획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 거예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 거예요

1) 가: 이번 연휴에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만나러 부산에 갈 거예요.

2) 가: 오늘 저녁을 어디에서 먹을 거예요?

나: 집에서 먹을 거예요.

3)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한국 친구하고 김치를 만들 거예요.

문법 2 -(으)ㄹ 거예요

여행을 계획하다 여행을 준비하다 표를 사다 숙소를 예약하다
to plan a trip to prepare for a trip to buy tickets to book accommodations

짐을 싸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짐을 풀다
to pack to depart to arrive to unpack

묵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축제를 구경하다 기념품을 사다
to stay to look around a museum to go for a festival to buy souvenirs

-(으)ㄹ 거예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future plan.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ㄹ, 
거예요 is used.
If a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 거예요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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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계획하다
ixpdrh ie,iqï lrkjd

여행을 준비하다
ixpdrh ioyd iqodkï 

fjkjd

표를 사다
álÜm;a ñ,oS .kakjd

숙소를 예약하다
kjd;eka .kakd ia:dkh 

fjka lr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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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싸다
nvq wiqrkjd

출발하다
msg;a fjkjd

도착하다
<Õd fjkjd

짐을 풀다
nvq t<shg .ka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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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다
kjd;eka .kakjd

박물관을 관람하다
fl!;=ld.drh krUkjd

축제를 구경하다
W;aijh krUkjd

기념품을 사다
iureï NdKav ñ, oS 

.kakjd

ixpdrhla i|yd iqodkï ùfïoS Ndú;d lrk m%ldY yd úfõl ld,fha lrk 

l%shdldrlï oelafjk m%ldYhka fõ' fudkjdf.a m%ldYkhka we;aoehs n,uq 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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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lg iïnkaO ù wkd.;fha ie,iqï ms<sn|j m%ldY lrhs'

자음^jHdxck& → -을 거예요 모음 ^iajr,& 자음 ‘ㄹ’^jH[ackh-ㄹ&	→ -ㄹ 거예요

읽다 → 읽을 거예요
자다 → 잘 거예요

알다 → 알 거예요

·가: 오늘 저녁을 어디에서 먹을 거예요? wo yji lEu fldfykao lkafka@

 나: 집에서 먹을 거예요. f.oßka lkjd'

·가: 이번 연휴에 뭐 할 거예요? fï mdr ksjdvqjg fudkjo lrkafka@

 나: 친구를 만나러 부산에 갈 거예요. hd¿fjla uqK.efykak nQidka j,g hkjd'

문법 2  jHdlrK 2 -(으)ㄹ 거예요 G17-2 

정답   1) 만날 거예요    2) 갈 거예요    3) 여행 갈 거예요    4) 갈 거예요

보기

mska;=rh n,d WodyrK f,i ‘-(으)ㄹ거예요’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fyg fudlo lrkafka@

나: 집에서 쉴 거예요. f.or oS úfõl .kakjd'

1)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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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거예요.’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집에서 쉴 거예요.

보기

1)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                       

2)  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

3)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

4)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제주도에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보기 표를 사다              짐을 싸다              기념품을 사다              박물관을 관람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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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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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ㄹ 거예요.’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집에서 쉴 거예요.

보기

1)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친구를 .                       

2)  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

3)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친구하고 같이 .

4)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제주도에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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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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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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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으)ㄹ 거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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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나: 제주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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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조적 정보 fjk;a f;dr;=re

isxy, NdIdfjys wkd.; ld, jdlHj, wkd.;fha isÿfjkakdla hkak m%ldY lsr’ug ‘fyg’"  

‘,nk i;sh’ jeks jpk fhdod .ekqko fldrshdkq NdIdfjys wkd.; ld,h yeÕùug 

wLHd;fha w.g ‘-(으)ㄹ 거예요’ iïnkaO lr m%ldY lrkq ,efí' 

·다음 주부터 창고 정리를 할 거예요. ,nk i;sfha isg .nvdj msrsisÿ lsr’ug mgka .kakï'

‘-(으)ㄹ 거예요’ wjfndaO jqKd o@ tfyukï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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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리한 씨는 어디에 가 봤어요? ßydka uy;aud fldfya o .syska ;sfhkafka@

나: 제주도에 가 봤어요. fcacq ÿm;g .syska ;sfhkjd'

가: 어땠어요? fldfydu o@

나: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jgmsgdj we;a;gu ,iaikhs'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hy¿jka iu. l;d lrkak'

이름
ku

어디에 가 봤어요?
fldfya o .syska ;sfhkafka@

어땠어요?
fldfyduo@

보기 리한
제주도

fcacq ÿm;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o¾Yk we;a;gu ,iaikhs

1) 투안
부산
nqidka

맛있는 음식이 많았어요
rij;a lEu f.dvla ;snqKd

2)

3)

4)

5)

정답   계 → 계획

✚ 다음 단어를 보고 끝말잇기를 해 보세요. 
 my; jpk n,d wjidkh jpk oïje, iïmQ¾K lr n,kak'

 지도 도시 시(     ) (        )  

퀴즈 m%fya,sldj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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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단체 여행 
oek .eksu msKsihsæ úfoaYSh Y%ñlhka i|yd jk uOHia:dk u.ska ,nd fok iuqy ixpdrl wjia:d

가까운 외국인지원센터나 외국인상담소의 여행 정보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재미있는 단체 여

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Õu we;s úfoaYSh Y%ñlhka i|yd jk uOHia:dkhl fyda úfoaYslhka i|yd l%shd;aul jk WmfoaYl 

uOHia:dk fj;ska ixpdrl f;dr;=re Ndú;d lr wvq uqo,lg úfkdaockl iuqy ixpdr ms<sn| f;dr;=re 

,nd .; yelsh'

강원도
lxfjdkafoda

속초
fidlafpda

강릉
lx,x

춘천
pqkafpdka

서울 시티투어
fidjq,a k.r ixpdrh

63빌딩
63 jk f.dvke.s,a,

한강 유람선
yka .fÕa ixpdrl hd;ardj

경복궁
flHdxnqla.=x

경주
flHdxcq

불국사
nq,a.=laid

서해안
fidfyawka

대천 해수욕장
f;fpdkaj, we;s 

uqyqÿ fjr<

부산
nqidka

해운대
fyajqkafoa

제주도
fcacq ÿm;

한라산
y,a,d lkao

한국의 관광지
fldßhdfõ ixpdrl ia:dk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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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Track 57my; oelafjk mska;+r n,d ksjerÈ ms<s;=re f;darkak'

15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안 봤어요.     ② 네, 가 봤어요.

 ③ 아니요, 보고 싶어요.          ④ 아니요, 작년에 갔어요.

4. ① 작년에 갔어요.  ② 많이 바빴어요.

 ③ 정말 아름다웠어요.  ④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5. ① 내일 할 거예요.   ② 동생이 다녀올 거예요.

 ③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④ 시간이 있을 때 할 거예요.

Track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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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안 봤어요.  ② 네, 가 봤어요.

 ③ 아니요, 보고 싶어요.  ④ 아니요, 작년에 갔어요.

4.  ① 작년에 갔어요.  ② 많이 바빴어요.

 ③ 정말 아름다웠어요.  ④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5.  ① 내일 할 거예요.  ② 동생이 다녀올 거예요.

 ③ 제주도에 다녀올 거예요.  ④ 시간이 있을 때 할 거예요.

wxl 1 iy wxl 2 mska;+r n,d .e,fmk jpkh f;dark m%Yak fõ' fyd¢ka ijka 

§ Tng weiqkq ms<s;=re f;drkak'

my; oelafjkafka m%Yakhg ijka oS .e,fmk ms<s;=r f;dark m%Yak fõ' m%Yakhg 

ijkaoSug fmr ms<s;=r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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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산 lkao ② 남: 동굴 .=ydj

 ③ 남: 바다 uqyqo ④ 남: 민속촌 w;S;  .ïudkh

2. ① 여: 독서 fmd;a lshúSu ② 여: 여행 ixpdrh

 ③ 여: 요리 búSu ④ 여: 낚시 ud¿ we,a,Su

3. 남: 제주도에 가 봤어요? fcacq ÿm;g .syska ne¨jdo@

4. 여: 설악산이 어땠어요? fidrla lkao fldfyduo@

5. 남: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ksjdvqjg fudlo lrkafka@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③   5. ③

정답   1. ①   2. ③

1. 여기는 어디입니까? fï fldfy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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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을 나타낸다.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 보다

‘ㅏ, ㅗ’가 아닐 때: -어 보다

‘하다’가 있을 때: -해 보다

1) 가: 제주도에 가 봤어요?

나: 아니요, 안 가 봤어요.

2) 가: 전주비빔밥을 먹어 봤어요?

나: 네, 먹어 봤어요.

3) 가: 투안 씨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나: 아니요. 한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해 보고 싶어요.

어휘 1 여행지 Tourist attractions

문법 1 -아/어 보다

산 동굴 폭포 호수
mountain cave fall lake

유적지 민속촌 놀이공원 드라마 촬영지
historic site folk village amusement park fi lm (K-drama) shooting location

강 바다 섬 온천
river sea island hot spring

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beautiful famous to have a great scenery people are kind/nice

-아/어 보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one’s experiences.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ㅏ 
or ㅗ, -아 보다 is added.
If the last vowel of the verb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 보세요 is 
added.
If the verb ends with 하다, - 해 보다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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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여자는 오늘 무엇을 할 거예요? ldka;dj wo l=ula lrhso@

 ① 휴가를 갈 거예요. ② 제주도에 갈 거예요.

 ③ 숙소를 예약할 거예요. ④ 비행기 표를 살 거예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7

1. 남: ① 동굴입니다. .=ydjls' ② 온천입니다. WKqiqï jika;hhs'

  ③ 폭포입니다. osh we,a,ls' ④ 호수입니다. jejls'

2. 남: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ksjdvq ld,fhaoS fudkdo lrkafka@

 여: 제주도에 갈 거예요. fþcq ªm;g hkjd'

 남: 숙소를 예약했어요? kjd;eka fjka l,do@

 여: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ju keye' wo ?g lrkjd'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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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 ① 약속이 있어요.  ② 기분이 좋아요.

③ 경치가 좋아요.  ④ 시간이 있어요.

2.

① 짐을 싸요.  ② 짐이 같아요.

③ 짐이 없어요.  ④ 짐을 안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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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약속이 있어요.  ② 기분이 좋아요. 

 ③ 경치가 좋아요.  ④ 시간이 있어요.

2.  ① 짐을 싸요.    ② 짐이 같아요.

 ③ 짐이 없어요.  ④ 짐을 안 봐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저는 설악산에 안 가 봤어요. 설악산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

① 집에서 쉴 거예요                  ② 바다를 볼 거예요

③ 친구를 만날 거예요                ④ 설악산에 갈 거예요

4. 가: 이번 주말에  할 거예요?  

   나:  부산에 갈 거예요.

① 왜             ② 뭐           

③ 누가            ④ 언제

5.      저는 이번 휴가 때 제주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비행기 표를 . 

오늘 숙소도 예약했어요. 

① 샀어요         ② 풀었어요       

③ 출발했어요  ④ 참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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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저는 설악산에 안 가 봤어요. 설악산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 

uu fidrla lkaog .syska keye' fidrla lkaog .sys,a,d n,kak f.dvla wdihs' tal ksid fujr 

ksjdvqfõ oS fidrla lkaog hkjd'

    ① 집에서 쉴 거예요   ② 바다를 볼 거예요

     ③ 친구를 만날 거예요  ④ 설악산에 갈 거예요

4.

 
가: 이번 주말에                        할 거예요? fï i;s wka;fha fudlo lrkafka@

나: 부산에 갈 거예요. nQidka j,g hkjd'

     ① 왜  ② 뭐 ③ 누가  ④ 언제

5.

 

저는 이번 휴가 때 제주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비행기 표를                            . 오늘 숙소도 

예약했어요.

uu fujr ksjdvqfõ fcacq ÿm;g hkjd' tal ksid Bfha .=jka álÜ m; ñ,g .;a;d wo kjd;eka 

.kak ia:dkh fjka l<d'

     ① 샀어요  ② 풀었어요 ③ 출발했어요 ④ 참여했어요

정답   1. ③   2. ①   3. ④   4. ②   5. ①

wxl 1 yd 2 mska;+r n,d .e,fmk jdlH f;dark m%Yak fõ' mska;+rhg .e,fmk 

jdlH f;darkak'

my; oelafjkafka jdlH fyda foni lshjd ysia;ekg .e<fmk fhÿu f;dark 

m%Yakhs' bf.k .;a foa u;la lrñka m%Yakh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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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①    3. ④   4. ③

[1~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제 취미는                입니다. 지금까지 못 가 본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그 지역의 음식

을 먹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uf.a úfkdaodxYh úfkdao .uka hEuhs'fuf;la l,a hdug fkdyels jQ ia:dk krU,d tu 

m%foaYfha ;sfnk lEu ld,d ne,Sug leu;shs'

 ① 노래 ② 쇼핑 ③ 여행 ④ 운동

2.

 

부산은                 관광지입니다. 경치도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

이 부산에 갑니다.

nQidka hkq m%isoaO ixpdrl ia:dkhls' jgmsgdj;a ,iaik jk w;r rij;a lEuo fndfyda 

;sfnk ksid ñksiqka fndfyda fokd nQidka h;s' 

 ① 유명한 ② 신기한 ③ 위험한 ④ 비슷한

3.

 

제 고향은 경치가 좋은 제주도입니다. 특히 바다가 깨끗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uf.a .u iqkaor jgmsgdjla we;s fcacq  ÿm;hs' úfYaIfhkau uqyqo msßisÿ iy iqkaor ksid 

ixpdrlhska fndfydauhla fidhdf.k meñfKkjd'

 ① 무거워서 ② 복잡해서 ③ 시끄러워서 ④ 아름다워서

4.

 

저는 이번 휴가 때 제주도에 갈 계획입니다. 오늘 비행기 표를                              . 

uu fujr ksjdvq ld,fhaoS fcacq ÿm;g hk ie,eiqï lr,d ;sfhkjd' wo .=jka álÜm; fjka 

lrkaakhs bkafka'

 ① 구경할 겁니다 ② 관람할 겁니다 ③ 예매할 겁니다 ④ 계획할 겁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ska wid kej; lshkak'

isxy, NdIdfjys W!IaudlaIr f,i i" I" y y÷kd.; yels jk w;r fldßhdkq NdIdfjys w,amm%dK 

‘ㅅ[s]’ Yíoh;a" W.=rg nroS Yío lrk ‘ㅆ[s’]’ Yíoh f,i;a fldgia follg fnod ±lafõ'

(1) 싸 : 사   (2) 싸다 : 사다

(3) 쌀 : 살   (4) 딸기를 사요.

(5) 유리가 싸요.

발음 WÉpdrKh 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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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nifha fyda Wux ÿïßfha ke.,d hkjd

투안 시청에 어떻게 가요? 
 k.r Yd,djg fldfyduo hkafka@

민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nifhka fyda Wux ÿïßfha ke.,d hkak'

 
투안 뭐가 더 빨라요?
 fudllao jvd;a blauka@

 
민수 지금은 버스가 좀 더 빠를 거예요.
 oeka kï nifhka álla blaukg hkak mq¨jka'

투안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요? 
 fudk wxl iys; nihlo ke.,d hkafka@

민수 1번이나 2번 버스를 타고 가세요.
 wxl 1 fyda wxl 2 nihl ke.,d hkak'

더 ;j;a 

lsishï m%udKhla fyda .Kklg jeäfhka

·한국어를 더 잘하면 좋겠어요.
  fldßhka NdIdj ;j;a fyd|g mq¨jka 

kï fyd|hs'

·가: 오늘 날씨가 추워요? 어제 날씨가 

추워요?
   wo ld<.=Kh iS;,hso@ Bfha 

ld<.=Kh iS;,hso@ 

 나: 오늘 날씨가 더 추워요.
  wo ld<.=Kh ;j;a iS;,hs'

1. 투안 씨는 어디에 가려고 해요? ;=jdka uy;d fldfyag hkako bkafka@ 

2. 투안 씨는 무엇을 타고 갈 거예요? ;=jdkaa uy;d l=ula ud¾.fhkao hkak bkafka@

정답   1. 시청   2. 버스

대화 1  ixjdoh 1
Track 58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m%jdykh iy ld, iSudj .ek l:d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이)나, 에서 까지

□ jpk Ndú;h ioyd Wmfoia  m%jdykh" ia:dkhlska ia:dkhlg .uka 

lsrSu  

□ ixialD;sl f;dr;=re	 fmdÿ m%jdykh Ndú;d lrk wdldrh 

my; oelafjkafka ;=jdkaaf.a yd ñkaiqf.a foni fõ' fofokdu oeka k.r 

iNdjg hkafka flfiaoehs hkak .ek l;d lrñka isáhs' m%:ufhkau foni 

fojrla wid kej;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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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PdhdrEmhg .e,fmk fhÿu fldgqfjka f;dard ,shkak'

15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사진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집에 어떻게 가요?

나: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요.

보기

1)  가: 회사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2)   가: 제주도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3)  가: 아침에 보통 뭘 먹어요?

  나:  먹어요.

4)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해요.

보기   배                             버스                             비행기                             기차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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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버스

비행기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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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뒤에 붙어서 앞 명사와 뒤 명사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명사에 받침이 없을 때: 나

받침이 있을 때: 이나

1) 가: 회사에 어떻게 와요?

 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와요.

2) 가: 우리 언제 만날까요?

 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어때요?

3) 가: 보통 아침에 뭘 먹어요?

 나: 저는 과일이나 김밥을 먹어요.

어휘 1 교통 Transportations

문법 1 (이)나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 택시
shuttle bus (in-town) intercity bus express bus taxi

배 버스 정류장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ship bus stop bus terminal taxi stop

기차 KTX(고속열차) 지하철 비행기
train KTX subway plane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터미널(선착장)
train station subway station airport ferry terminal

(이)나 attached to a noun, indicates 
alternative options, meaning either-
or.
나 is used when the noun ends in a 
vowel.
이나 is used when the noun ends in a 
conso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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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dóh nia

시내버스
k.rdka;r nia

시외/고속버스
iS>%.dó nia$ wêfõ.S nia

택시
gelaish

기차
fldaÉÑh

KTX(고속열차)
iS.%.dó ÿïßh$nq,Ü 

fldaÉÑh

지하철
Wux ÿïßh

비행기
.=jka hdkd

배
kej

버스 정류장
nia kej;=u

버스터미널
nia m¾hka;h

택시 승강장
l=,S r: kej;=u

기차역
fldaÉÑ kej;=ï fmd<

지하철역
Wux ÿïßh kej;=ï fmd<

공항
.=jka f;dgqm,

여객터미널(선착장)
ixpdrl f;dgq m,

1. 사진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정답   1) 버스      2) 기차      3) 배       4) 비행기

어휘 1  jpk ud,dj 1 교통 m%jdykh

my; oelafjkafka .ukd.ukh yd ine|s úúO jpk fõ' fudkjf.a jpk 

;sfí oehs n,uq'

by; jpk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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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 mohlg miqj fhfok w;r fmr kdumoh iy miq kdu moh w;ßka l=ula fyda 

f;dard.; yels nj meyeÈ,s lrhs'

자음^jH[ack& + 이나 모음^iajr& + 나

수박 → 수박이나 딸기 → 딸기나

· 시원한 음료수나 물을 마시고 싶어요. isis,a îula fyda j;=r fndkak ´fka'    

·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요. wms fikiqrdodg fyda bßodg yuqfjuq'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msx;+rh n,d WodyrKhg wkqj ixjdo iïmq¾K lrkak'

1) 

2)

3)

4)

가: 회사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가: 제주도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가: 아침에 보통 뭘 먹어요?

나:                                       먹어요.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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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사진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집에 어떻게 가요?

나: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요.

보기

1)  가: 회사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2)   가: 제주도에 어떻게 가요?

  나:  타고 가요.

3)  가: 아침에 보통 뭘 먹어요?

  나:  먹어요.

4)  가: 주말에 보통 뭐 해요?

  나:  해요.

보기   배                             버스                             비행기                             기차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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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집에 어떻게 가요? f.or fldfyduo hkafka@

나: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요. nihl fyda gelaishl ke.,d h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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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버스나 지하철을  2) 비행기나 배를  3) 빵이나 김밥을  4) 운동이나 쇼핑을

문법 1  jHdlrK 1 (이)나 G18-1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제가 낼게요. uu fokakï

가: 많이 드세요. 제가 낼게요. f.dvdla lkak' uu fokakï'

나: 감사합니다. ia;+;shs'

‘(이)나’ wjfndaO jqKd o@ tfyu kï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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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iqre uy;añh fu;ekg fldfyduo wdfõ@

수루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
 uf.a wdh;kh lsÜgq ksid mhska wdjd'

 투안 씨는 어떻게 왔어요? 
 ;=jdka uy;auhd fldfyduo wdfõ@ 

투안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wo nihl ke.,d wdjd'

수루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wdh;kfha isg fï;ek olajd fldmuK ld,hla  

.kakjdo@

투안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idudkHfhka úkdä 30la .;fjkjd' 

kuq;a jev wjika fjk fj,djg kï jdyk ;onoh 

f.dvla we;s ksid ld,h álla ;j .;fjkjd'

걸리다 ^ld,h& .;fjkjd

jevlg .;jk Èk .Kk fyda 

fõ,dj w¾: olajhs'

·  집에서 회사까지 30분이  
걸려요. 

  ksjfia isg wdh;kh olajd 

úkdä 30la .; fjkjd'

·  이 일을 다 끝내려면 3일이  
걸려요. 

   fuu jev ish,a,u wjika 

lsÍug  Èk 3la .; fjkjd'

막히다 wjysr fjkjd

ud¾.h wjysr ù we;s neúka 

.ukd.ukh k;r ùu'

·  출근 시간에는 길이 막히는 

곳이 많아요.

   /lshdjg hk fõ,djg ud¾.h 

wjysr jk ia:dk nyq,h'

·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많이 

막혀요.
     ßh wk;=rla jQ neúka ud¾.h  

wjysr ù we;'

출근 시간
jev mgka .kakd 

fõ,dj

퇴근 시간
jev wjika 

jk fõ,dj

출퇴근 시간
jev lrk ld,h

차가 막히다
jdyk ;onohla we;s 

fj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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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투 안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How did you get here, Sooroo?

수 루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 투안 씨는 어떻게 왔어요? 
 I walked here because my offi  ce is close from here. How did you ge here, Tuan? 

투 안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
 I took a bus today.

수 루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offi  ce to here?

투 안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It usually takes about 30 minutes.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However, it takes a bit longer during the rush hour because of the heavy traffi  c.

교통 상황 Traffi  c conditionsTip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 차가 막히다
clock-in time clock-out time commuting hours traff ic jam

걸리다 to take (time)

New Vocabulary

Track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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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루 씨는 회사에 어떻게 왔어요? iqrE uy;añh l¾udka; Yd,djg meñKsfha flfiao@

2. 투안 씨는 무엇을 타고 왔어요? ;=jdkaa uy;d meñKsfha flfiao@

정답   1. 걸어왔어요.   2. 버스를 타고 왔어요.

Tip	 교통 상황 m%jdyk ;;ajh

대화 2  ixjdoh 2
Track 59

;=jdkaa iy iqre jevg hk tk úÈy iy .; jk fõ,dj ms<sn| l:d lrñka 

isàhs' l=ula l:d lrñka isào@ m,uqj fonig fojrla ijka §" bkamiqj wkq.

ukh lrñka lshjkak'

fydÈka wid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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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이동 Transport

장소 명사 뒤에 붙어서 시작점과 종착점을 나타낸다.

1) 가: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나: 저는 버스를 타고 가요.

2) 가: 여기에서 명동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버스는 15분 정도 걸려요.

3) 가: 병원에서 약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나: 200m 정도 돼요.

문법 2  에서   까지

타다 타고 가다 타고 오다
to ride to have a ride to come by

걷다 걸어가다 걸어오다
to walk to go on foot to come on foot

내리다 갈아타다/환승하다 지나다
to get off to transfer to pass

The markers, 에서 까지, attach to 
nouns that indicate places, express 
the idea of "from" one place "to" 
another.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158 2014-06-11   오전 9:29:59

타다
^jdykhg& k.skjd

타고 가다
ke.,d hkjd

(버스를) 타고 오다
ke.,d t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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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
weúÈkjd

걸어가다
weúof.k hkjd$mhska hkjd

걸어오다
weúof.k tkjd$mhska t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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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ns that indicate places, express 
the idea of "from" one place "to"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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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다
^jdykfhka& niskjd

갈아타다/환승하다
jdykhlska ;j;a 

jdykhlg udre fjkjd

지나다
miqlrka hkjd

정답   1) 타다   2) 내리다   3) 걷다   4) 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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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sentences.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왔어요.
보기

1)   걸어갔어요.

2)   버스를 타고 갔어요.

3)   택시를 타고 갈 거예요.

4)   택시를 타고 오세요.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걷다                          타다                          내리다                           지나다

1) 3)2) 4)

집 회사

집 시장

회사 시청

공항 호텔

호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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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걷다     타다     내리다     지나다

mska;+rhg n,d Bg .e,fmk jpkh fldgqfjka f;dard ,shkak '

어휘 2  jpk ud,dj 2 이동 ia:dkhlska ia:dkhlg .uka lsrSu

ia:dkhlska ia:dkhlg .uka lsrSu ms<sn| l:d lsÍó§ lskï fhÿï Ndú;d 

fjkjdoehs úuid n,uq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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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mska;+r n,d WodyrKh wkqj jdlHh ks¾udKh lr n,kak'

보기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왔어요.

ksjfia isg wdh;kh olajd mhska wdjd'

집                    회사

1) 

2)

3)

4)

                                          걸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갈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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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시장

 회사  시청

 공항  호텔

 호텔  회사

정답   1) 집에서 시장까지  2) 회사에서 시청까지  3) 공항에서 호텔까지  4) 호텔에서 회사까지

‘에서 까지’ hkak ia:dk kdu msgqmiska fhdod mgka .ekau iy wjidk jk ia:dkh ms<sìUq 

lrhs'

·가: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f.or b|,d iud.ug fldfyduo hkafka@

 나: 저는 버스를 타고 가요. uu nia tfla ke.,d hkjd'

·가: 여기에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려요? fu;k b|,d isfpdx olajd fldÉpr fj,djla .k fjkjdo@

 나: 30분쯤 걸려요. úkdä 30 la ú;r .; fjkjd'

문법 2  jHdlrK 2 에서  까지 G18-2 

 msg;ajk ia:dkh iy wdrïNl ia:dkh ms<sìUq lrk ‘에서’ iy ‘에서’ 

uQ,sl jYfhka ‘에서’ hkak ia:dkhla ms,sìUq lrk kdu mohl msgqqmiska tl;= ù hï 

l%shdjla isÿjk ia:dkh fmkakqï lrhs' kuq;a wdLHd;h f,i ‘가다, 오다, 떠나다, 출발하다’ jeks 

ia:dkhlska ia:dkhlg .uka lSrSu hkak fmkajk l%shd mohla fhÿkfyd;a hï ls%hdjl 

wdrïNl ia:dkh hkak i,l=Kq lrkak fhdod .kq we;'

·집에서 쉴 거예요. ksjfia§ úfõl .kakjd' ^ia:dkh&

·집에서 출발할 거예요. msg;ajk ksjfika msg;a fjkjd' ^msg;ajk ia:dkh&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에서 까지’ ms<sn|j wjfndaO jqKd o@ tfyu kï WodyrKfhka fmkajd oS we;s 

wdldrhg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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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여기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요? fu;ek isg ksji olajd fldfyduo hkafk@

나: 버스를 타고 가요. nihl ke.,d hkjd'

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fj,dj fldmuK .; fjkjo@

나: 30분 정도 걸려요. úkdä 30la muK .;fjkjd'

이름
ku

교통수단
m%jdyk udOHh

시간
fj,dj

보기 	
리한
ßydkaa

버스
nih

30 분
úkdä 30

1)
투안
;=jdka

자전거
nhsisl,h

20 분
úkdä 20

2)
수루
iqre 

지하철
Wux ÿïßh

1 시간
meh 1

3)

4)

5)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h wkqj hy¿jd iuÕ l:d lr,d n,kak'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속이 시원해요. iekiSula ,efnkjd$isf;a nr ieye,a¨ fjkjd

가: 투이 씨, 이삿짐은 다 정리했어요? :qhs uy;añh" .ukau¿ ish,a, wia l,do@ 

나: 네, 다 끝냈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Tõ" ish,a, bjr l,d' oeka is;g ieye,a¨jla oefkkjd'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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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ÿ m%jdykh Ndú;d lrk wdldrh

대중교통 이용 방법

교통비 결제 m%jdyk .dia;= f.úu

교통비는 교통카드(T-money), 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에 따라서 결제

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m%jdyk .dia;= m%jdyk ldâm;" álÜm;a fyda uqo,ska f.ùï l< yelsh' m%jdyk .dia;= fjki wkqj f.ùï 

lrk wdldrh fjkia fõ'

교통카드 구입과 충전 m%jdyk ldâm; ñ<g .ekSu iy Íf,daâ lsÍu

교통카드
m%jdyk 

ldâm;

교통카드 
구입

m%jdyk ldâm; 

ñ<g .ekSu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역)

m%jdyk ldâm; 

Íf,daâ lsÍu 

^Wux ÿïßh&

버스 nih

시내/고속버스 iS>%.dó nih

버스 nih

매점 
ljqkag¾

충전 금액을 

선택하세요. 

Íf,daâ l, hq;= uqo, 

f;darkak'

편의점 
l=vd fj<|ie,a

금액을 

결제하세요.

uqo, we;=,;a 

lrkak' 

교통카드를 

올려 놓으세요.

m%jdyk ldâm; 

hka;%h u; ;nkak'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매점, 편의점

에서 교통카드의 구입과 충전이 가능합

니다.

Wux ÿïßh iafÜIka fyda nia kej;=ï j, 

ljqkag¾ j,ska" iqmsß fj<| ie,a j,ska 

m%jdyk ldâm;a ñ<g .ekSu fyda Íf,daâ 

lsÍu isÿ lrhs'

지하철 Wux ÿïßh

비행기 .=jkahdkh

택시 gelaish

택시 gelaish

배 kej

표
álÜ

현금
uqo,a

정보  f;dr;=re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 충전기를 

찾으세요. 

Wux ÿïßh 

kej;=ïmf,ka m%jdyk 

ldâm;a ñ,§ .;yels 

iy Íf,daâ lsÍfï 

hka;% fidhd.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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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my; msx;+rh n,d .e<fmk jpkh f;darkak'

16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사진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친구가 가요.                 ② 버스가 가요.

 ③ 버스를 타고 가요            ④ 친구를 만나러 가요. 

4. ① 다음 주말에 해요.          ② 보통 회사에서 해요.

  ③ 운동이나 쇼핑을 해요.        ④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5.  ① 1시 30분이에요.             ② 집에 6시에 가요.

 ③ 30분 정도 걸려요.           ④ 1번이나 2번 버스를 타요.

Track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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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진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친구가 가요.  ② 버스가 가요.

 ③ 버스를 타고 가요.  ④ 친구를 만나러 가요.

4.  ① 다음 주말에 해요.  ② 보통 회사에서 해요.

 ③ 운동이나 쇼핑을 해요.  ④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5.  ① 1시 30분이에요.  ② 집에 6시에 가요.

 ③ 30분 정도 걸려요.  ④ 1번이나 2번 버스를 타요.

Track 60

wxl 1 iy wxl 2 PdhdrEm n,d ksjerÈ ms<s;=r f;dark m%Yakhs' fydÈka ijka § 

ksjerÈ ms<s;=re f;drkak'

my; oelafjkafka m%Yakhg ijka oS .e,fmk ms<s;=r f;dark m%Yak fõ' m%Yakhg 

ijkaoSug fmr ms<s;=r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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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교통 m%jdykh   ② 여: 버스 nih

 ③ 여: 시청 k.riNdj        ④ 여: 택시 gelaish

2. ① 남: 지하철 Wux ÿïßh     ② 남: 비행기 .=jkahdkh

 ③ 남: 기차역 ÿïßh fmd,     ④ 남: 정류장 kej;=ï m,

3. 여: 시청에 어떻게 가요? k.r iNdjg hkafka flfiao@

4. 남: 주말에 보통 뭐 해요? i;swka;fha idudkHfhka lrkafka l=ulao@

5. 여: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ksjfia  isg wdh;kh olajd nifhka .uka lrk úg fl;rï ld,hla .; fjkjdo@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④   2. ②  3. ③   4. ③   5. ③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fyd¢ka wid ijka ÿka wka;¾.;h yd iïnkaO mska;+r f;darkak'

 ①         ②     

 ③         ④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 wid .e,fmk ms<s;=r f;darkak'

 ① 어제 왔어요. ② 처음 왔어요. 

 ③ 버스로 왔어요. ④ 공항에서 왔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8

1.  남: 집에 갈 때 버스를 타요? f.or hk úg nia Mfla ke.,d hkafka@

 여: 아니요, 집이 가까워서 걸어서 가요. keye" ksji <Õ ksid weúof.k hkjd'

2.  남: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fu;kg fjkl,a fldfyduo wdfõ@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④   2. ③

15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이동 Transport

장소 명사 뒤에 붙어서 시작점과 종착점을 나타낸다.

1) 가: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나: 저는 버스를 타고 가요.

2) 가: 여기에서 명동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버스는 15분 정도 걸려요.

3) 가: 병원에서 약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나: 200m 정도 돼요.

문법 2  에서   까지

타다 타고 가다 타고 오다
to ride to have a ride to come by

걷다 걸어가다 걸어오다
to walk to go on foot to come on foot

내리다 갈아타다/환승하다 지나다
to get off to transfer to pass

The markers, 에서 까지, attach to 
nouns that indicate places, express 
the idea of "from" one place "to"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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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2.
① 버스를 내렸어요.  ② 버스를 지났어요.

③ 버스를 갈아탔어요.  ④ 버스를 타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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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타요.   ② 앉아요. 

 ③ 걸어요.   ④ 일어나요.

2.  ① 버스를 내렸어요.     ② 버스를 지났어요.

 ③ 버스를 갈아탔어요.  ④ 버스를 타고 왔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집에서 회사까지  걸려요?

 나: 20분 정도 걸려요.

① 왜     ② 언제    ③ 몇 개     ④ 얼마나

4. 가: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나: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

① 안 왔어요          ② 걸어왔어요

③ 비행기를 탔어요  ④ 버스가 빠를 거예요

5.      저는 회사에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는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

① 회사에 안 가요     ② 30분 정도 있어요

③ 시간이 좀 더 걸려요  ④ 버스에 사람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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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타요.  ② 앉아요.

③ 걸어요.  ④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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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타요.   ② 앉아요. 

 ③ 걸어요.   ④ 일어나요.

2.  ① 버스를 내렸어요.     ② 버스를 지났어요.

 ③ 버스를 갈아탔어요.  ④ 버스를 타고 왔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집에서 회사까지  걸려요?

 나: 20분 정도 걸려요.

① 왜     ② 언제    ③ 몇 개     ④ 얼마나

4. 가: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나: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

① 안 왔어요          ② 걸어왔어요

③ 비행기를 탔어요  ④ 버스가 빠를 거예요

5.      저는 회사에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는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

① 회사에 안 가요     ② 30분 정도 있어요

③ 시간이 좀 더 걸려요  ④ 버스에 사람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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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가: 집에서 회사까지                    걸려요? 
 ksjfia isg wdh;kh olajd fõ,dj fldmuK .; fjkjdo@

나: 20분 정도 걸려요. úkdä 20la muK .;fjkjd'

 ① 왜  ② 언제  ③ 몇 개  ④ 얼마나

4.

 
가: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iqre uy;añh fu;kg fjkl,a fldfyduo wdfõ@

나: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 uu wdh;kh <Õ ksid weúof.k wdjd'

     ① 안 왔어요   ② 걸어왔어요

     ③ 비행기를 탔어요   ④ 버스가 빠를 거예요

5.

 

저는 회사에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는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

혀서                         . 

nia tfla idudkHfhkaa úkdä 30l muK ld,hla .; fjkjd' ta jqK;a jevg hk tk 

fõ,djg jdyk wjysr jk ksid ;j;a álla fõ,dj hkjd'

 ① 회사에 안 가요   ② 30분 정도 있어요

 ③ 시간이 좀 더 걸려요  ④ 버스에 사람이 많아요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②   5. ③

wxl 1 iy wxl 2 mska;+r n,d ksjerÈ jdlH f;dark m%Yakhs' mska;+rhg .e<fmk 

jdlH f;darkak'

my; oelafjkafkaa jdlH fyda foni lshjd ysia;ekg .e<fmk fhÿu f;dark 

m%Yakhs' bf.k .;a foa u;la lrñka m%Yakh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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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Bg .e<fmk fhÿu f;darkak'

1.  

① 메뉴판 ② 주문서

  ③ 교통카드   ④ 비행기 표

2.  

① 버스를 탑니다. ② 버스에서 내립니다.  

  ③ 버스가 지나갑니다.  ④ 버스로 갈아탑니다.   

[3~6]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아침             시간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하철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조금 일찍 출발합니다.

WoEik jevg hk fõ,djg Wux ÿïßh Ndú;d lrk mqÿa.,hka jeä ùu ksid .ukd.ukh 

ixlS¾K ù ;sfí' tu ksid uu f.oßka álla l,ska msg;a fõ'

 ① 작업 ② 출근 ③ 회의 ④ 휴식

4.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이/가 아주 편리합니다.

ud Ôj;a jk ksji bÈßmsgo Wux ÿïßhfmd<la ;sfí' <Õu ia:dkhl nia kej;=ï fmd<lao 

we;s ksid .ukd.ukh fndfyda fihska myiqh'

 ① 교통 ② 쇼핑 ③ 예약 ④ 운전

5.

 

어젯밤부터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길이 많이             것 같아서 일찍 집에서 나왔습니다. 

Bfha r;%sfha isg ysu È.gu jegqKd' ud¾.h fndfyda fihska wjysr ù we;ehs is;=k neúka 

ksjiska l,skau msg;a jQKd'

 ① 막힐 ② 지날 ③ 도착할 ④ 들어갈

6.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100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것이 제일 빠릅니다.

ksjfia  isg l¾udka; Yd,dj olajd hk l%u f.dvdla we;' ta w;ßka wxl 100 nia r:hg ke. 

f.dia" Wux ÿï ßfhka udre ù hEu jvd;a blauka l%uh fõ'

 ① 건너가는 ② 내려가는 ③ 갈아타는 ④ 들어오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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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이동 Transport

장소 명사 뒤에 붙어서 시작점과 종착점을 나타낸다.

1) 가: 집에서 회사까지 어떻게 가요?

 나: 저는 버스를 타고 가요.

2) 가: 여기에서 명동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버스는 15분 정도 걸려요.

3) 가: 병원에서 약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나: 200m 정도 돼요.

문법 2  에서   까지

타다 타고 가다 타고 오다
to ride to have a ride to come by

걷다 걸어가다 걸어오다
to walk to go on foot to come on foot

내리다 갈아타다/환승하다 지나다
to get off to transfer to pass

The markers, 에서 까지, attach to 
nouns that indicate places, express 
the idea of "from" one place "to"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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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②   3. ②   4. ①   5. ①   6.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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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여보세요. 거기 한국가구지요?
  yf,da^wdhqfndajka&"  

Th fldßhka .DyNdKav idmamqjo@  

여자 네, 맞습니다. 
 Tõ" ksjerÈhs'

투안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wdhqfndajka@ uu ;=jdka' 

 김수미 과장님 좀 바꿔 주세요.
  lsïiqñ wxY m%Odkshg weu;=u állg udre lr,d 

fokak'

여자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fyd|hs" álla /£ isákak^fmdâvla bkak&'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Th fldßhka .DyNdKav idmamqj fkao@

1. 투안 씨는 어디에 전화했어요? ßydka uy;d fldfyago ÿrl:kfhka weu;=fõ@

2. 투안 씨는 누구하고 통화하고 싶어해요? 

 ßydka uy;d ÿrl:kfhka l;d lrkak leu;s ld iuÕo@

정답   1. 한국가구  2. 김수미 과장님

맞다 yß $ksjerÈhs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맞아요.

  fï m%Yakhg ms<s;=re f,i wxl  

3 ksjerÈhs'

·가: 아밀라 씨는 미얀마 사람이

에요?
    wñ, uy;d Y%S ,dxlsl 

mqoa.,fhlao@

   나: 네, 맞아요. Tõ" ksjerÈhs'

잠깐만 기다리세요 
uo fõ,djla /£ isákak

·가: 리한 씨 좀 바꿔주세요.
 ßydka uy;dg weu;=u állg 
udre lr fokak'

 나: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fyd|hs" uo fõ,djla /£ 
isákak'

·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자리를 안내해 드릴게요.

  uo fõ,djla /£ isákak" 
uu Tng tu ia:dkhg u. 
fmkajkakï'

대화 1  ixjdoh 1
Track 61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ÿrl:k weu;=ï" wka;¾cd,h ms<sn|j l;d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지요, -고

□ jpk Ndú;h ioyd Wmfoia  ÿrl:kh" wka;¾cd,h

□ ixialD;sl f;dr;=re	 tosfkod Ôú;hg m%fhdckj;a ÿrl:k wxl 

my; oelafjkafka ;=jdkaf.a iy ,S nvq l¾udka; Yd,dfõ fiajlhl=f.a  

ÿrl:k weu;=ï foni fõ' m%:ufhkau fonig fojrla ijka §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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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물을 때 사용한다.

1) 가: 제 전화번호를 알지요?

    나: 네, 알아요.

2) 가: 지금 바쁘지요?

     나: 아니요, 안 바빠요. 왜요?

3) 가: 거기 119지요?

 나: 네, 119입니다.

어휘 1 전화 Telephone

문법 1 -지요

전화 휴대전화(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
telephone cell phone smart phone Internet phone

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to transfer to (someone) to 

(someone else)
to call the wrong number to hang up the phone the line is busy

전화를 걸다 전화가 오다 전화를 받다 (전화) 통화하다
to make a call the phone is ringing to answer the phone to be on the phone

휴대전화를 켜다 휴대전화를 끄다 문자를 보내다 문자를 확인하다
to turn on the phone to turn off  the phone to send a text message to check a text message

Like a tag question in English, -지요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noun+이다, is used to ask a listener 
when a speaker assumes that the 
listener already knows a certai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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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다
ÿrl:k weu;=ula 

.kakjd

전화가 오다
ÿrl:k weu;=ula tkjd

전화를 받다
ÿrl:k weu;=u 

,nd.kakjd

(전화) 통화하다
ÿrl:kfha /¢ isá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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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물을 때 사용한다.

1) 가: 제 전화번호를 알지요?

    나: 네, 알아요.

2) 가: 지금 바쁘지요?

     나: 아니요, 안 바빠요. 왜요?

3) 가: 거기 119지요?

 나: 네, 119입니다.

어휘 1 전화 Telephone

문법 1 -지요

전화 휴대전화(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
telephone cell phone smart phone Internet phone

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to transfer to (someone) to 

(someone else)
to call the wrong number to hang up the phone the line is busy

전화를 걸다 전화가 오다 전화를 받다 (전화) 통화하다
to make a call the phone is ringing to answer the phone to be on the phone

휴대전화를 켜다 휴대전화를 끄다 문자를 보내다 문자를 확인하다
to turn on the phone to turn off  the phone to send a text message to check a text message

Like a tag question in English, -지요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noun+이다, is used to ask a listener 
when a speaker assumes that the 
listener already knows a certai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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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바꾸다
ÿrl:k weu;=u udre 

lrkjd ^fjk;a whl=f.a 

ÿrl:khlg&

전화를 잘못 걸다
ÿrl:k weu;=u 

jerÈhs^frdaka kïn¾&

전화를 끊다
ÿrl:k weu;=u  

úikaê lrkjd

통화 중이다
ÿrl:kh ld¾h nyq,hs

^,hska ì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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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물을 때 사용한다.

1) 가: 제 전화번호를 알지요?

    나: 네, 알아요.

2) 가: 지금 바쁘지요?

     나: 아니요, 안 바빠요. 왜요?

3) 가: 거기 119지요?

 나: 네, 119입니다.

어휘 1 전화 Telephone

문법 1 -지요

전화 휴대전화(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
telephone cell phone smart phone Internet phone

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to transfer to (someone) to 

(someone else)
to call the wrong number to hang up the phone the line is busy

전화를 걸다 전화가 오다 전화를 받다 (전화) 통화하다
to make a call the phone is ringing to answer the phone to be on the phone

휴대전화를 켜다 휴대전화를 끄다 문자를 보내다 문자를 확인하다
to turn on the phone to turn off  the phone to send a text message to check a text message

Like a tag question in English, -지요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noun+이다, is used to ask a listener 
when a speaker assumes that the 
listener already knows a certai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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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켜다
ÿrl:kh l%shd;aul 

lrkjd^´ka lrkjd&

휴대전화를 끄다
ÿrl:kh l%shdúrys; 

lrkjd^´*a lrkjd&

문자를 보내다
flá mKsúv hjkjd

^uefiaÊ hjkjd&

문자를 확인하다
flá mKsúv n,kjd

^uefiaÊ n,kjd&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16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거기 도서관이지요?
 나: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보기

1)  가: 거기 ?

  나: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2)  가: 거기 ?

  나: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3)  가: 제 딸이에요. ?

  나: 와! 진짜 귀엽네요.

4)  가: 일이 다 ?

  나: 아니요, 다 안 끝났어요.

보기 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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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mska;+rh n,d Bg .e,fmk jpkh fldgqfjka f;dard ,shkak '

정답   1) 전화를 잘못 걸다  2) 전화를 바꾸다  3) 통화 중이다  4) 전화를 끊다

어휘 1  jpk ud,dj 1 전화 ÿr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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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물을 때 사용한다.

1) 가: 제 전화번호를 알지요?

    나: 네, 알아요.

2) 가: 지금 바쁘지요?

     나: 아니요, 안 바빠요. 왜요?

3) 가: 거기 119지요?

 나: 네, 119입니다.

어휘 1 전화 Telephone

문법 1 -지요

전화 휴대전화(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
telephone cell phone smart phone Internet phone

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to transfer to (someone) to 

(someone else)
to call the wrong number to hang up the phone the line is busy

전화를 걸다 전화가 오다 전화를 받다 (전화) 통화하다
to make a call the phone is ringing to answer the phone to be on the phone

휴대전화를 켜다 휴대전화를 끄다 문자를 보내다 문자를 확인하다
to turn on the phone to turn off  the phone to send a text message to check a text message

Like a tag question in English, -지요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noun+이다, is used to ask a listener 
when a speaker assumes that the 
listener already knows a certai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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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ÿrl:kh

휴대전화(휴대폰)
cx.u ÿrl:kh

스마트폰
iaudÜ ÿrl:k

인터넷 전화
wka;¾cd, ÿrl:k

my; oelafjkafka ÿrl:k weu;=ï yd iïnkaO úúO fhÿï fõ" fudkjf.a 

fhÿï ;sfí oehs n,uqo@

by; jpk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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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hkak l%shdmo" úfYaIK mo" ‘kdu mo + 이다’ j,g iïnkaO lr ±kgu;a okakd foa 

kej; jrla ;yjqre lr.ekSu i|yd wfkla md¾Yjfhka  úuiSfï§ fhdod .efka' 

· 가: 오늘 회사에 가지요? wo iud.ug hkjd fkao@

 나: 네, 회사에 가요. Tõ" iud.ug hkjd'

· 가: 철수 씨가 은행원이지요? lu,a nexl= ks,Odßfhla fkao@

 나: 네, 은행원이에요. Tõ" nexl= ks,Odßfhla'

보기

16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거기 도서관이지요?
 나: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보기

1)  가: 거기 ?

  나: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2)  가: 거기 ?

  나: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3)  가: 제 딸이에요. ?

  나: 와! 진짜 귀엽네요.

4)  가: 일이 다 ?

  나: 아니요, 다 안 끝났어요.

보기 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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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Ñ;%h n,d WodyrKhg wkqj ixjdo iïmQ¾K lrkak'

가: 거기 도서관이지요?  Th mqia;ld,ho@

나: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Tõ tfyuhs" fudllao m%Yakh@

1) 

2)

3)

4)

가: 거기                                          ?

나: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가: 거기                                          ?

나: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가: 제 딸이에요.                                          ?

나: 와! 진짜 귀엽네요.

가: 일이 다                                          ?

나: 아니요, 다 안끝났어요.

정답  1) 119지요   2) 주민센터지요   3) 귀엽지요   4) 끝났지요

문법 1  jHdlrK 1 -지요 G19-1

대조적 정보 fjk;a f;dr;=re

isxy, NdIdfõ oekgu;a okakd fohla kej; ;yjre lsrSu i|yd wfkla md¾Yjfhka 

úuiSuloS m%ldYk jdlHfha w.g zfkao@Z hkak fhdod Ndú;d lrk kuq;a fldrshdkq 

NdIdfjys fujeks jdlHhl wLHd;h f,i fhfok l%shdm%lD;shg ‘-지요’ iïnkaO lr m%ldY 

lrkq ,efí' 

·이 영화가 재미있지요? fï Ñ;%máh fyd|hs fkao@

‘-지요’ ms<sn|j wjfndaO jqKd o@ tfyukï WodyrKhg ijka §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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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 지영 씨는 주로 어디에서 옷을 사요?
  ðfhdx uy;añh idudkHfhka fldfykao  

we÷ï ñ<g .kafka@

지영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많이 사요.
  uu idudkHfhka wka;¾cd,fhka f.dvla 

ñ<g .kakjd'

수루 인터넷은 옷이 비싸지 않아요? 
 wka;¾cd,fha we÷ï ñ< jeä keoao@

지영 아니요, 인터넷이 옷도 싸고 쇼핑도  
 편리해요.
  keye" wka;¾cd,fha we÷ï ,dN jf.au fIdmska 

lrkak;a myiqhs' 

수루 그래요? 외국인도 한국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돼요?
  tfyuo@ úfoaYslhkag;a fldßhka fjí wvú 

j, idudcsl;ajh .kak mq¨jkao@

지영 네, 대부분 돼요. 그런데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해요.
  Tõ" f.dvla fjí ihsÜj, mq¨jka" kuq;a 

úfoaYSh ,shdmÈxÑ lsÍfï wxlh wjYH fjkjd' 

주로 fndfyda úg 

úfYaIfhka fndfyda úg  lrk 

úg $uOHia:j lrk úg

·   퇴근 후에는 주로 운동을  

해요. 

   jev wjika ù fndfyda úg 

jHdhdï lrkjd'

·   저는 주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요.

  uu fndfyda úg Wux 

ÿïßfhka jevg hkafka'

대부분 jeä m%udKhla

uq¿ m%udKhg wdikak m%udKhla 

m%ldY lsÍfï§ 

·  우리 회사 직원은 대부분 

  남자예요.

     wfma ld¾hd,fha jeä m%udKhla 

msßñ wh'

·여기에 있는 책은 대부분 

  제가 읽은 책이에요.

   fuys ;sfnk fmd;a j,ska jeä 

m%udKhla uu lshjd ;sfnk  

fmd;a fõ'

정답  1. 인터넷   2. 외국인등록번호

1. 지영 씨는 주로 어디에서 옷을 사요? 
 ðhHx uy;añh fndfyda úg we÷ï .kafka fldfykao@

2.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úfoaYslhka wka;¾cd, fjí wvúfha iduðl;ajh ,eîug wjYH jkafka fudkjdo@

대화 2  ixjdoh 2
Track 62

ðfhdx iy iqre wka;¾cd, idmamq ijdß ms<sn| l:d lrhs" lskï foaj,a l:d 

lrñka isào@ m%:ufhka foni fojrla wid bkamiqj ðfhdx iy iqre w;r 

ixjdoh wkq.ukh lrñka lshjkak'

fydÈka wid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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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인터넷 Internet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에 붙어서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 줄 때 사용한다.

1) 가: 인터넷 쇼핑을 왜 좋아해요?

 나: 값이 싸고 쇼핑이 편리해서 좋아해요.

2) 가: 투안 씨하고 리한 씨는 뭐 먹을 거예요?

 나: 저는 비빔밥을 먹고 리한 씨는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3) 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가르쳐 주세요.

 나: 아이디는 ‘tuan’이고 비밀번호는 ‘1324’예요.

문법 2 -고

-고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the noun+이다 verb, links two main 
clauses.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 엔진 홈페이지
Internet websites search engine homepage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로그아웃
ID password log in log out

블로그 인터넷 카페 회원 가입 회원 탈퇴
blog Internet cafe create an account delete one's account

이메일 인터넷 검색 인터넷 채팅 화상 채팅
e-mail Internet search Internet chatting voice cha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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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wka;¾cd,h

웹사이트
fjí wvúh

검색 엔진
i¾É tkaðka

홈페이지
uq,a msgqj 

^fydaï fma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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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íf,d.a ^Tfí úia;r woyia 

oelaúh yels fjí msgqjla&

인터넷 카페
bkag¾fkÜ lef*a

회원 가입
.sKqula ilia lsÍu $ 

iduðl;ajh

회원 탈퇴
flfklaf.a .sKqula 

uld oeó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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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y÷kd.ekSfï ku

비밀번호
uqr moh ^mdiaj¾â&

로그인
f,d.ska ^we;=,aùu&

로그아웃
f,da.a wjqÜ ^msgù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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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fï,a$úoHq;a ;emE,

인터넷 검색
wka;¾cd, fiùu 

^bkag¾fkÜ i¾É&

인터넷 채팅
wka;¾cd,fhka flá 

mKsúv^bkag¾fkÜ peÜ&

화상 채팅
wka;¾cd,fhka l:d  

lsÍu ^f*aia peÜ&

정답   1) 화상 채팅  2) 이메일  3) 비밀번호  4) 로그아웃

mska;+rhg n,d Bg .e,fmk jpkh fldgqfjka f;dard ,shk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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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메모를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투안 씨가 어때요?

나: 친절하고 재미있어요.
보기

1)  가: 그 식당이 어때요?

  나: .

2)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

3)  가: 투안하고 리한은 지금 뭐 해요?

  나: .

4)  가: 오늘 메뉴가 뭐예요?

  나: .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이메일                         비밀번호                         로그아웃                         화상 채팅 

투안 씨
·친절해요.

·재미있어요.

그 식당

·싸요.

·맛있어요.

지금 뭐 해요?

·투안: 자요.

·리한: 인터넷해요.

오늘 날씨

·맑아요.
·따뜻해요.

오늘 메뉴

·점심: 비빔밥
·저녁: 불고기덮밥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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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이메일

비밀번호

로그아웃

화상 채팅

어휘 2  jpk ud,dj 2 인터넷 wka;¾c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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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a;¾cd,h ms<sn| lskï fhÿï we;aoehs úuid n,uq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j,g 

ms<s;=re imh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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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kak l%shdmo" úfYaIK mo" ‘kdu mo + 이다’ iu`. fh§fuka bÈßmi jdlH iy miqmi jdlH 

fm<.iajd iïnkaO lsÍu i|yd fhdod.kS'

·가: 왜 인터넷 쇼핑을 좋아해요? wehs bkag¾fkÜ fIdmska j,g leu;s o@

 나: 싸고 편리해서 좋아해요. ,dN w;r myiq ksid leu;s'

·가: 뭐 먹을 거예요? fudkjo lkafka@

 나:   저는 비빔밥을 먹고 아상카 씨는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uu msìsïmí lk w;r wixl uy;d lsïÑðf.a lkjd'

1) 

2)

3)

4)

보기

2. 메모를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WodyrKh n,d ixjdo iïmQ¾K lrkak'

가: 투안 씨가 어때요? ;=jdka uy;auhd fldfyduo@

나: 친절하고 재미있어요. ldreKslhs iy úfkdaocklhs'

가: 그 식당이 어때요?

나:                                                     .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

가: 투안하고 리한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오늘 메뉴가 뭐예요?

나:                                                     .

투안 씨

·친절해요.

·재미있어요.

그 식당

·싸요.

·맛있어요.

오늘 날씨

·맑아요.

·따뜻해요.

지금 뭐 해요?

·투안: 자요.

·리한: 인터넷해요.

오늘 메뉴

·점심: 비빔밥

·저녁: 불고기덮밥

정답  1) 싸고 맛있어요   2) 맑고 따뜻해요   3) 투안은 자고 리한은 인터넷해요  

 4) 점심은 비빔밥이고 저녁은 불고기덮밥이에요

문법 2  jHdlrK 2 -고 G19-2

226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대조적 정보 fjk;a f;dr;=re

isxy, NdIdfõ jdlHhla iuÕ ;j;a jdlHhla iïnkaO lsÍfï§ ziyZ ksmd;h ,shk 

kuq;a fldrshdkq NdIdfõ jdlH iïnkaëlrKh i|yd jdlHhkays wLHd;h f,i fhfok 

l%shdm%lD;shg fyda úfYaIKm%lD;shg iïnkaëlrK m%;H ‘-고’ tl;= lr m%ldY lrkq 

,efí'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wo jeiai jyshs iy iq<x f.dvla yuhs'

‘-고’ ms<sn|j wjfndaO jqKd o@ tfyukï WodyrKfhka fmkajd oS we;s wdldrhg 

ijka §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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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yrKh wkqj ÿrl:kh iïnkaOj igykla lr l:d lr,d n,kak'

<보기>처럼 전화 내용을 메모하고 전화해 보세요.

전화 내용 ÿrl:k úia;rh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왜 전화하고 싶어요?

보기 	
수루 씨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iqre uy;añhg l:d lrkak wjYHhs'

오늘이 수루 씨 생일이에요. 
wo iqre uy;añhf.a Wmka Èkhhs'

그래서 축하해 주고 싶어요.
ta ksid iqN m;kak wjYHhs'

1)
투안 씨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jdkaa uy;dg ÿrl:k weu;=ula .ekSug 

wjYHhs'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wo jevg wdfõ keye'

그래서 왜 안 왔는지 물어 보고 싶어요. 
tuksid wdfõ ke;af;a wehs oehs úuid 

n,kakg wjYH jqKd'

2)

보기

전화 대화  ÿrl:k ixjdo

가: 여보세요. 수루 씨 전화지요? yf,da@ iqre uy;añhf.a ÿrl:kho@

나: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Tõ" ta;a iudfjkak fï ljqo@

가: 투안이에요. ;=jdka'

나: 아! 투안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wd ;=jdka uy;auhd" wdhqfndajka@ fudllao ldrKdj@ 

가:    오늘이 수루 씨 생일이지요? 축하해요. wo iqre uy;añhf.a Wmka Èkh fkao@ iqnme;=ï'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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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유용한 전화번호
w;HjYH ÿrl:k wxl

범죄 신고
wmrdO jd¾;d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신고 등 
wd.uk ú.uk ld¾hd,h$ 

úfoaYslhka ,shdmÈxÑ lsÍu wdÈh

전화번호 안내
ÿrl:k wxl f;dr;=re 

úuiSï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iajd kshqla;s iy lïlre 

fiajd uOHia:dkh

화재, 응급 환자 발생 신고
.sKs iy yÈis wk;=re oeKqï 

§u$ frda.Ska ms,sn|

외국인력상담센터
úfoaYSh udkj iïm;a 

WmfoaYk fiajd uOHia:dkh

기초 지방자치단체
각종 생활 민원 신고
isú,a kvq jd¾;d lsÍu

이주여성 긴급지원 센터
úfoaY.;jk ldka;djkag 

yÈis Wmldrl uOHia:dkh

일기예보 안내
ld,.=K jd¾;d f;dr;=re

112 1345

114 1350

119 1577-
0071

120 1577-
1336

131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fkajdisl úfoaYSh WmfoaYK 

iyfhda.s;d uOHia:dkh

1577-
1336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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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my; mska;+r n,d .e,fmk ms<s;=r ,l=Kq lrkak'

17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그런데요.                ② 네, 거기예요.

 ③ 아니요, 거기 없어요.     ④ 아니요, 도서관이에요.  

4. ① 여기는 회사예요.  ② 저는 투안이에요.

 ③ 이것은 전화예요.        ④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5. ① 맵고 짜요.  ② 작고 비싸요. 

 ③ 맑고 따뜻해요.   ④ 착하고 친절해요.

Track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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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63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네, 그런데요.  ② 네, 거기예요.

 ③ 아니요, 거기 없어요.  ④ 아니요, 도서관이에요.

4.  ① 여기는 회사예요.  ② 저는 투안이에요.

 ③ 이것은 전화예요. ④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5.  ① 맵고 짜요.  ② 작고 비싸요.

 ③ 맑고 따뜻해요. ④ 착하고 친절해요.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230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wxl 1 iy wxl 2 mska;+r n,d .e,fmk jpkh f;dark m%Yakhs" fydÈka ijka § 

Tng weiqkq ms<s;=re f;drkak'

my; oelafjkafka .e,fmk ms<s;=r f;dark m%Yak fõ' m%Yakhg ijkaoSug fmr 

ms<s;=r tla jrla lshjd n,kak'



230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19 Th fldßhka .DyNdKav idmamqj fkao@  231

1. ① 남: 문자 flá mKsúv  ② 남: 전화 ÿrl:kh

 ③ 남: 검색 mÍlaId lrkjd  ④ 남: 채팅 peÜ lsÍu 

2. ① 여: 블로그 íf,d.a       ② 여: 아이디 y÷kd.ekSfï ku

 ③ 여: 로그인 f,d.a fjkjd   ④ 여: 인터넷 wka;¾cd,h 

3. 남: 여보세요. 거기 도서관이지요? yf,da" Th mqia:ld,ho@

4. 여: 실례지만 누구세요? iudfjkak" fï ljqo@

5. 남: 오늘 날씨가 어때요? wo ld<.=Kh fldfyduo@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④   3. ①   4. ②   5. ③

230  19 거기 한국가구지요?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fyd¢ka wid ijka ÿka wka;¾.;h yd iïnkaO mska;+r f;darkak'

 ①      ② ③ ④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 .e,fmk ms<s;=r f;darkak'

 ① 어제 전화했어요. ② 사장님이 전화했어요.

 ③ 가구 회사에 전화했어요. ④ 시청 앞에서 전화했어요.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 .e,fmk ms<s;=r f;darkak'

 ① 모두 신청해요. ② 초급을 신청해요.

 ③ 토요일에 신청해요. ④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19

   19과_거기 한국가구지요?  165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물을 때 사용한다.

1) 가: 제 전화번호를 알지요?

    나: 네, 알아요.

2) 가: 지금 바쁘지요?

     나: 아니요, 안 바빠요. 왜요?

3) 가: 거기 119지요?

 나: 네, 119입니다.

어휘 1 전화 Telephone

문법 1 -지요

전화 휴대전화(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
telephone cell phone smart phone Internet phone

전화를 바꾸다 전화를 잘못 걸다 전화를 끊다 통화 중이다
to transfer to (someone) to 

(someone else)
to call the wrong number to hang up the phone the line is busy

전화를 걸다 전화가 오다 전화를 받다 (전화) 통화하다
to make a call the phone is ringing to answer the phone to be on the phone

휴대전화를 켜다 휴대전화를 끄다 문자를 보내다 문자를 확인하다
to turn on the phone to turn off  the phone to send a text message to check a text message

Like a tag question in English, -지요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or 
noun+이다, is used to ask a listener 
when a speaker assumes that the 
listener already knows a certai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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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hy¿jdg flá mKsúvhla heõjd'

2. 남: 어디에 전화를 걸었어요? fldfyago ÿrl:k weu;=ula .;af;a@

3. 남: 한국어 수업은 어떻게 신청해요? fldßhdfõ mka;s j,g fldfyduo ,shdmosxÑ fjkafka@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②   2. ③   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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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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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전화를 걸어요.   ② 전화를 바꿔요. 

 ③ 전화를 받아요.     ④ 전화를 끊어요.

2.  ① 통화해요.    ② 채팅해요.

 ③ 가입해요.                 ④ 검색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식당이 ?

 나: 싸고 맛있어요.

① 어때요 ② 뭐 해요 ③ 언제예요    ④ 얼마예요

4.  가: 거기 병원이지요?

  나: . 여기는 약국이에요.

① 전화를 껐어요                 ② 문자가 왔어요

③ 문자를 보냈어요               ④ 전화 잘못 거셨어요

5.      저는 인터넷 검색하고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해요. 인터넷 

쇼핑은 . 그래서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옷을 많이 사요.

① 싸고 편리해요                 ② 어렵고 복잡해요

③ 시간하고 돈이 필요해요        ④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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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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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화를 받아요.  ④ 전화를 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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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통화해요.  ② 채팅해요.

③ 가입해요.  ④ 검색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

 
가: 식당이                         ? wdmk Yd,dj flfiao@

나: 싸고 맛있어요. ñ< wvqhs iy rihs'

     ① 어때요  ② 뭐 해요  ③ 언제예요  ④ 얼마예요

4.

 

가: 거기 병원이지요?  Th frday,o@

나:                          . 여기는 약국이에요. 
 jerÈ ia:dkhlg ÿrl:k weu;=u .sh úg fï Tiqie,la'

     ① 전화를 껐어요   ② 문자가 왔어요

     ③ 문자를 보냈어요  ④ 전화 잘못 거셨어요

5.

 

저는 인터넷 검색하고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해요. 인터넷 쇼핑은  

                        . 그래서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옷을 많이 사요.

uu wka;¾cd,fha ießirk w;r ks;r ñ;=rka yd peÜ lrkjd' tfukau wka;¾cd,fhka f.dvla 

NdKav;a ñ<§ .kakjd' wka;¾cd,fhka NdKav ñ<§ .ekSu ,dnhs fukau myiqhs' tuksid uu 

fndfyda úg wka;¾cd,fhkaa we÷ï f.dvla ñ<§ .kakjd'

     ① 싸고 편리해요   ② 어렵고 복잡해요

    ③ 시간하고 돈이 필요해요  ④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정답   1. ③   2. ④   3. ①   4. ④   5. ①

wxl 1 iy wxl 2 mska;+r n,d ksjerÈ ms<s;=r f;dark m%Yak fõ" mska;+r n,d 

ksjerÈ ms<s;=r f;darkak'

my; oelafjkafka jdlH fyda foni lshjd ysia;ekg .e,fmk m%ldYh f;dark 

m%Yakh fõ' bf.k .;a foa u;la lrñka m%Yakh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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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요즘은                (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영화도 

볼 수 있고 한국어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j¾;udkfha mß.Klfhka l< yels oE fndfydah' wka;¾cd,h muKla iïnkaO l, muKska 

Ñ;%mg keröug;a fldßhkq mka;s Y%jKh lsrSug;a yelshdj ,efí'

 ① 컴퓨터 ② 라디오 ③ 공중전화 ④ 텔레비전

2.

 

친구가 전화를 했지만 회의 중이라서 친구한테 온 전화를                 수 없었습니다.

hy¿jdf.ka ÿrl:k weu;=ula ,enqK;a /iaùula w;r;=r ksidfjka weu;=u ,nd .ekSug 

fkdyels jqKd'

 ① 내릴 ② 바꿀 ③ 받을 ④ 끊을

3.

 

쇼핑을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가게에서보다 물건을                 편리하

게 살 수 있습니다.

NdKav ñ,§ .ekSfï§ wka;¾cd,h  Ndú;d lsÍu jvd;a fyd|hs' fj<| ie<lska ñ,§ .ekSug 

jvd NdKav ñ, wvqfjka myiqfjka ñ<§ .; yelsh'

 ① 싸고 ② 싸게 ③ 싸서 ④ 싸면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ska wid kej; lshkak'

fldßhdkq NdIdfõ y,alsrSï f,i fhfok jH[ack fndfyduhla we;;a fï w;rska 

WÉpdrKh lrk Yío 7 la muKla fõ' kdislHlaIr fhfok wjia:dfõ§ jd.a úoHdkql+, 

uq,a WÉpdrKhg wkqj WÉpdrKh lrkq ,nhs' ta wkqj ‘ㄴ, ㅁ, ㅇ’ hkd§ wlaIr tlska tl ‘[ㄴ, 

ㅁ, ㅇ]’ f,i WÉpdrKh flf¾' 

(1) 손, 산, 돈, 문, 신문       (2) 김, 봄, 남자, 마음   

(3) 강, 방, 시장, 공항   (4) 산과 바다에 가요.

(5) 곰과 사자가 커요.   (6) 모자와 가방 주세요.

발음 WÉpdrKh P07

정답   1. ①   2. ③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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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너무 더럽네요.
 msßisÿ fkdlrk ksid ldur yßu wmsßisÿhs'

리한 네,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Tõ" ld¾hnyq, ksid fj,djla keye'

 
투안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oeka tl;=fj,d msßisÿ lruqo@

리한 그래요. 지금 해요.
 Tõ" oeka lruq'

 투안 씨는 방을 쓸어 주세요.
 ;=jdkaa uy;d ldurh w;=.dkak' 

 저는 먼지를 닦을게요. 
 uu ÿyqú,s msiskakï'

그래요 tfyuhs $ fyd|hs

uq,ska mejiq wdldrhg tf,i hk 
w¾:fhka Ndú;d fõ'

·가: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tlg fi,a,ï lrkak huqo@

 나: 그래요. 같이 가요.
fyd|hs' tlg huq'

·가:   점심 때 김치찌개 먹을래요?
oj,a lEug lsïÑ  iqma 
wdydrhg .ksuqo@

·나: 그래요. 김치찌개 먹어요. 
fyd|hs' lsïÑ iqma  

wdydrhg .ksuqq'

너무 f.dvla

kshñ; m%udKh fyda iSudj blaujd 
hk úg

·비가 너무 많이 와요.
   jeiai f.dvla jyskjd'

·주말에 너무 늦게까지 잤어요.
   i;s wka;fha f.dvla oj,a 

fjkl,a ksod.kakjd'

20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uu msÕka fidaokakï

1. 투안 씨의 방이 어때요? ;=jdkaa uy;df.a ldurh flfiao@ 

2. 두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해요? fofokd l=ula lsÍugo yokafka@

정답   1. 더러워요.   2. 청소를 하려고 해요.

대화 1  ixjdoh 1
Track 64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f.orfodr jevg Wojq b,a,Su yd f.orfodr 

jev .ek mejiS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ㄹ게요, -는 것

□ jpk Ndú;h ioyd Wmfoia msßisÿ lsÍu f.orfodr jev

□ ixialD;sl f;dr;=re	 	li, m%udKhg wkqj wh lrk noao yd 

li, fjkalsÍu

;=jdka iy ßydkaa ldurh msßisÿ lsÍug ierfihs" uq,ska fonig fojrla ijka § 

kej; lshjkak'

fydÈka wid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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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과_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75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 -ㄹ게요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 -을게요

1) 가: 제가 방을 쓸게요.

나: 그럼 저는 닦을게요.

2) 가: 이 책들을 정리해 주세요.

나: 네. 지금 정리할게요.

3) 가: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나: 죄송해요. 지금은 일이 많아요. 이따가 할게요.

어휘 1 청소 Cleaning

문법 1 -(으)ㄹ게요

더럽다 깨끗하다 어지럽다 정돈되어 있다
dirty clean messy well arranged

쓸다 닦다 쓰레기를 버리다 청소 도구
to sweep to wipe to throw away garbage cleaning equipment

청소를 하다 청소기를 돌리다 정리하다 먼지를 떨다
to clean to vacuum to clean up to clear dust away

빗자루 걸레 휴지통
broom mop garbage can

-(으)ㄹ게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speaker’s intention of will 
of doing something.
When a stem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of ㄹ, -ㄹ게요 is added.
When a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게요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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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다
wmsßisÿhs

깨끗하다
msßisÿhs

어지럽다
wms<sfj,hs

정돈되어 있다
ms,sj,g ;sfnkjd

   20과_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75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 -ㄹ게요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 -을게요

1) 가: 제가 방을 쓸게요.

나: 그럼 저는 닦을게요.

2) 가: 이 책들을 정리해 주세요.

나: 네. 지금 정리할게요.

3) 가: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나: 죄송해요. 지금은 일이 많아요. 이따가 할게요.

어휘 1 청소 Cleaning

문법 1 -(으)ㄹ게요

더럽다 깨끗하다 어지럽다 정돈되어 있다
dirty clean messy well arranged

쓸다 닦다 쓰레기를 버리다 청소 도구
to sweep to wipe to throw away garbage cleaning equipment

청소를 하다 청소기를 돌리다 정리하다 먼지를 떨다
to clean to vacuum to clean up to clear dust away

빗자루 걸레 휴지통
broom mop garbage can

-(으)ㄹ게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speaker’s intention of will 
of doing something.
When a stem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of ㄹ, -ㄹ게요 is added.
When a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게요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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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하다
msßisÿ lrkjd

청소기를 돌리다
msßisÿ lrk WmlrKh  

Ndú;d lrkjd

정리하다
ms<sfj,g wia lrkjd

먼지를 떨다
ÿú,s msiskjd

   20과_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75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 -ㄹ게요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 -을게요

1) 가: 제가 방을 쓸게요.

나: 그럼 저는 닦을게요.

2) 가: 이 책들을 정리해 주세요.

나: 네. 지금 정리할게요.

3) 가: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나: 죄송해요. 지금은 일이 많아요. 이따가 할게요.

어휘 1 청소 Cleaning

문법 1 -(으)ㄹ게요

더럽다 깨끗하다 어지럽다 정돈되어 있다
dirty clean messy well arranged

쓸다 닦다 쓰레기를 버리다 청소 도구
to sweep to wipe to throw away garbage cleaning equipment

청소를 하다 청소기를 돌리다 정리하다 먼지를 떨다
to clean to vacuum to clean up to clear dust away

빗자루 걸레 휴지통
broom mop garbage can

-(으)ㄹ게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speaker’s intention of will 
of doing something.
When a stem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of ㄹ, -ㄹ게요 is added.
When a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게요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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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다
w;=.dkjd

닦다
msyskjd

쓰레기를 버리다
li, bj; oukjd

청소 도구
msßisÿ lrk WmlrKh  

Ndú;d lrkjd

   20과_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75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 -ㄹ게요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 -을게요

1) 가: 제가 방을 쓸게요.

나: 그럼 저는 닦을게요.

2) 가: 이 책들을 정리해 주세요.

나: 네. 지금 정리할게요.

3) 가: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나: 죄송해요. 지금은 일이 많아요. 이따가 할게요.

어휘 1 청소 Cleaning

문법 1 -(으)ㄹ게요

더럽다 깨끗하다 어지럽다 정돈되어 있다
dirty clean messy well arranged

쓸다 닦다 쓰레기를 버리다 청소 도구
to sweep to wipe to throw away garbage cleaning equipment

청소를 하다 청소기를 돌리다 정리하다 먼지를 떨다
to clean to vacuum to clean up to clear dust away

빗자루 걸레 휴지통
broom mop garbage can

-(으)ㄹ게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speaker’s intention of will 
of doing something.
When a stem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of ㄹ, -ㄹ게요 is added.
When a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게요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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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fldiai

걸레
fudí tl

휴지통
li, nÿk

정답   1) 쓸다   2) 닦다   3) 정리하다   4) 버리다 

mska;+rhg n,d Bg .e,fmk jpkh fldgqfjka f;dard ,shk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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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s, complete the conversation.

가: 방을 닦으세요.

나: 네, 닦을게요.
보기

1) 가: 작업을 정리하세요.

 나: 네, .

2) 가: 누가 저하고 같이 갈래요?

 나: 제가 같이 .

3) 가: 투안 씨는 내일 뭘 준비할래요?

 나: 저는 과일을 .

4) 가: 사진을 찍어 줄래요?

 나: 좋아요, 제가 사진을 . 

보기 닦다                         쓸다                        버리다                         정리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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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보기

닦다

쓸다

버리다

정리하다

어휘 1  jpk ud,dj 1 청소 msßisÿ lsÍu

my; fhÿï msßisÿ lsÍu yd iïnkaO úúO fhÿï fõ" l=uk fhÿï ;sfíoehs 

n,uqo@

by; jpk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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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WodyrKfha oelafjk wkaoug foni iïmq¾K lrkak'

가: 방을 닦으세요. ldurh msioukak'

나: 네, 닦을게요.  Tõ" msioukakï'

1) 가: 작업을 정리하세요.

 나:                                                                     .

2) 가: 누가 저하고 같이 갈래요?

 나: 제가 같이                                                       .

3) 가: 투안 씨는 내일 뭘 준비할래요?

 나: 저는 과일을                                                    .

4) 가: 사진을 찍어 줄래요?

 나: 좋아요, 제가 사진을                                         .

‘-(으)ㄹ게요’ hkak l%shd mohla yd iïnkaO jk w;r wkd.;fha§ hïlsis l%shdjla isÿ lsÍug 

we;s leue;a; fyda wNsu;h m%ldY lsÍu i|yd fhdod .kq ,nhs'

자음^jH[ack& → -을게요 모음^iajr&,  자음 ‘ㄹ’^jH[ack-ㄹ&	→ -ㄹ게요

찾다 → 찾을게요 주다 → 줄게요, 만들다 → 만들게요

· 이따가 전화할게요. ál fõ,djlska ÿrl;k weu;=ula fokakï'

· 가: 내일은 지각하지 마세요. fygkï m%udo fjkak tmd'

    나: 네, 늦지 않고 일찍 올게요. fyd|hs' m%udo fkdù l,ska tkakï'

정답   1) 정리할게요    2) 갈게요    3) 준비할게요    4) 찍어 줄게요

문법 1  jHdlrK 1 -(으)ㄹ게요 G20-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ㄹ게요’ iy ‘-(으)ㄹ 거예요’

‘-(으)ㄹ게요’ iy ‘-(으)ㄹ 거예요’ bÈßhg isÿùug kshñ; l%shdjla fyda isÿùula olajhs" ‘-(으)ㄹ 거

예요’ Wla;h W;a;u mqreI jkúg l;d lrk mqoa.,hdf.a wruqKla olajk w;r Wla;h m%:u 

mqreI jk úg wkqudk lsÍula olajhs" ‘-(으)ㄹ게요’ fmdfrdkaÿjla wdldrhg hula mejiSfï§ 

Ndú;d lrhs" ‘-(으)ㄹ 거예요’ Wla;h W;a;u" uOHu" m%:u mqreI Ndú;d lsÍug yelsjqjo ‘-(으)

ㄹ게요’ ys Wla;h W;a;u mqreI jk úg muKla fhfoa'

· 리한 씨가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O)  

 리한 씨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X)  

‘-(으)ㄹ게요’ wjfndaO jqKd o@ tfiakï WodyrKfha oelafjk wdldrhg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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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안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Bfha hy¿jd iu. nq,af.d.s ieÿjd' 

 정말 재미있었어요. we;a;gu úfkdaohs'

리한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jdka uy;dg wdydr msisk tl úfkdaohso@

투안 네, 전 정말 재미있어요. 
 리한 씨는요?
   Tõ we;a;gu úfkdaohs’ ßydka uy;d@

리한 저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
   ugkï úfkdaohla keye kuq;a msÕka fidaok tl 

m%Yakhla keye'

투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
   tfyuo" tfyukï bÈßfha§ uu Whkakï'

 설거지는 리한 씨가 하세요. 
 ßyka uy;d ms.ka fidaokak'

앞으로 bÈßhg

·  앞으로 기숙사 청소는 제가  

할게요.
bÈßhg fkajdisld.drh uu 

msßisÿ lrkkï'

·가: 오늘도 지각을 했어요?
   wo;a m%udo Wkdo@

    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늦지  
않겠습니다.

    iudfjkak" bÈßhg  

m%udo fjkafka kE'

하지만 kuq;a

uq,ska mejiq foh yd fjkia 

fohla miqj mjikúg 

Ndú;dlrk w;r fmr miq jdlH 

fol iïnkaO lrhs

·저는 키가 커요. 하지만 제 

 동생은 키가 작아요.

   uu Wihs' kuq;a uf.a 

ifydaorhd ñáhs'

·  한국 음식은 맛있어요.  

하지만 좀 매워요.

    fldßhdkq lEu rihs" kuq;a  

álla ierhs'

정답   1.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2. 아니요, 안 좋아해요. 

1. 투안은 어제 뭘 했어요? ;=jdka Bfha fudkjo lf,a@ 

2. 리한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ßydkaa lEu Whkak leu;so@

‘재미가 있어요’ flá lr ‘재미있어요’ njg m;afjhs" fldßhka NdIdfõ fuu wdldrhg ks¾udKh jQ úfYaIK mo ;sfí' 

재미가 있다  재미있다 재미가 없다  재미없다

맛이 있다 → 맛있다  맛이 없다 → 맛없다

멋이 있다 → 멋있다  멋이 없다 → 멋없다

Tip	 있다/없다 형용사 we;" bkakjd $ke; kdu úfYaIK mo

대화 2  ixjdoh 2
Track 65

;=jdka iy ßydkaa wdydr msiSug leu;s we;so@ uq,skau foni fojrla wikak" 

miqj ;=jdka iy ßydkaa f,i foni kej;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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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집안일 Household chores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사를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

1) 가: 옷을 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나: 그래요? 그럼 제가 다려 줄게요.

2) 가: 세탁세제를 벌써 다 썼어요.

 나: 그래요? 빨래를 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3) 가: 왜 항상 밖에서 밥을 사 먹어요?

 나: 저는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 먹어요.

문법 2 -는 것

- 는 것 attached to a verb, is used as 
one of the verbal noun forms. 

장을 보다 밥을 하다(짓다) 음식을 만들다 설거지를 하다
to go grocery shopping to cook rice to cook to do the dishes

빨래를 하다 세탁기를 돌리다 빨래를 널다 빨래를 걷다
to do laundry to run the washer to hang out the wash to bring in laundry

밥솥 냄비 프라이팬 주방세제
rice cooker pot frying pan dishwasher detergents

옷을 다리다 옷을 개다 세탁세제 다리미
to iron clothes to fold clothes detergent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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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다
NdKav ñ,§.ekSug 

hkjd

밥을 하다(짓다)
n;a Whkjd

음식을 만들다
lEu yokjd

설거지를 하다
ms.ka fidaokjd

밥솥
rhsia l=l¾ tl

냄비
we;s<sh

프라이팬
idiamdk

주방 세제
msßis÷ ldrl l=vq j¾.

^inka&

빨래를 하다
frÈ fidaokjd

세탁기를 돌리다
frÈfidok hka;%h Ndú; 

lrkjd

빨래를 널다
frÈ fidaokjd

빨래를 걷다
frÈ fõ,kjd

옷을 다리다
weÿï uÈkjd

옷을 개다
frÈ jkkjd

세탁세제
iSudj l=vq

다리미
bia;sßl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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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요리가 힘들지 않아요?

 나: 괞찮아요.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요.

보기

1)  가: 먼지가 너무 많아요.

  나: 청소할 때는 창문을 이 좋아요.

2)  가: 왜 빨래를 안 했어요?

  나: 비가 올 때는 빨래를 이 안 좋아요.

3)  가: 왜 옷을 모두 다려요?

  나: 저는 옷을 이 재미있어요.

4)  가: 왜 사진을 안 찍어요?

  나: 저는 사진 을 안 좋아해요.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장을 보다                   옷을 다리다                   빨래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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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n,d Bg .e,fmk jpkh fldgqfjka f;dard ,shkak '

보기

장을 보다

옷을 다리다

빨래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정답   1) 설거지를 하다    2) 장을 보다    3) 옷을 다리다    4) 빨래를 하다

어휘 2  jpk ud,dj 2 집안일 f.or fodr jev 

f.orfodr jev yd iïnkaO fhÿï fudkjdoehs fidhd n,uq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ms<s;=re imhd wjikao@ wudre jpk fudkjo@ lShla 

ksjerÈ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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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a yd iïnkaO ù tu l%shdmoh kdu mohla wdldrhg fhdod.kS'

· 가: 옷을 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we÷ï uosk tl f.dvla wudrehs'

   나: 그래요? 그럼 제가 다려 줄게요. tfyuo@ tfykï uu ueo,d fokakï' 

· 가: 왜 항상 밖에서 밥을 사 먹어요? wehs ks;ru t<sfhka lEu ñ,g wrka lkafka@

   나:   저는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 먹어요. 

 uu Whk tlg wlue;shs' tal ksid ñ,g wrka lkjd'

보기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h foi n,d WodyrKfha oelafjk wdldrhg foni iïmq¾K lrkak'

1) 

2)

3)

4)

가: 먼지가 너무 많아요.

나: 청소할 때는 창문을                                 이 좋아요.

가: 왜 빨래를 안 했어요?

나: 비가 올 때는 빨래를                                 이 안 좋아요.

가: 왜 옷을 모두 다려요?

나: 저는 옷을                                 이 재미있어요.

가: 왜 사진을 안 찍어요?

나: 저는 사진                                 을 안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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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가: 요리가 힘들지 않아요?

 나: 괞찮아요.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요.

보기

1)  가: 먼지가 너무 많아요.

  나: 청소할 때는 창문을 이 좋아요.

2)  가: 왜 빨래를 안 했어요?

  나: 비가 올 때는 빨래를 이 안 좋아요.

3)  가: 왜 옷을 모두 다려요?

  나: 저는 옷을 이 재미있어요.

4)  가: 왜 사진을 안 찍어요?

  나: 저는 사진 을 안 좋아해요.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장을 보다                   옷을 다리다                   빨래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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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리가 힘들지 않아요? lEu Whk tl wmyiq keoao@

나:  괜찮아요.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요.  

 lula keye uu kï lEu Whk tlg i;=gqhs'

정답   1) 여는 것   2) 하는 것   3) 다리는 것   4) 찍는 것

문법 2  jHdlrK 2 -는 것 G20-2  

‘-는 것’ jegyqkdo@ tfiakï my; foni iïmq¾K lr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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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ku 집안일	f.or jev

보기 	

투안 ;=jdka
정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wialrkak jvd;a leu;shs'

리한 ßydka
요리하는 것을 가장 안 좋아해요.

lEu Whkak jvd;a wlue;shs'

1)

2)

3)

4)

5

보기 1

보기 2

가:  투안 씨는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해요? ;=jdka f.or jev lrk tlg leu;so@

나: 네, 좋아해요. Tõ" leu;shs'

가: 무슨 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fudkjd lrkako jvd;au leu;s@

나: 정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wialrkak jvd;a leu;shs'

가:  리한 씨는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해요? ßydkaa f.or jevlrkak leu;so@

나: 아니요, 안 좋아해요. keye" leu;s keye'

가:  무슨 일 하는 것을 가장 안 좋아해요? fudkjd lrkako jvd;au wlue;s@

나:  요리하는 것을 가장 안 좋아해요. lEu Whkak jvd;a wlue;shs'

<보기>처럼 친구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fha oelafjk wkaoug hy¿jd iu. l;d lr n,kak'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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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li, m%udKh yd fjkals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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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쓰레기 종량제 Volume-rate garbage disposal system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The volume-rate garbage disposal system in Korea, starting nationally as of 1995, is a volume-based waste collection free 
system. All households and business owners are required to purchase specially designed plastic bags for waste collection. As 
residents and business owners are not charged fees for the removal of recycling items, it has increased recycling rates.

쓰레기 분리수거 Separate garbage collection

일반 쓰레기
regular garbage

• 정해진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Regular garbage should be thrown away in specially designed plastic bags.

•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It should be thrown away in designated places.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버려야 합니다.
Wet food waste should be dried out before disposal.

• 쓰레기봉투는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습니다.
Specially designed plastic bags can be purchased in supermarkets nearby.

•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가격 
-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다릅니다.

Plastic bags for regular garbage and food waste are diff erent by color.

-   규격별로 있습니다. They are off ered in multiple sizes.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 지역별로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다릅니다.

The prices vary based on the districts.

음식물 쓰레기
 food waste

 

대형 쓰레기
large garbage

• 대형 쓰레기에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Stickers should be placed on the large garbage.

• 스티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살 수 있습니다.

• 스티커는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They can be purchased online, or in a community service center of your 
district.

재활용 쓰레기
Recyclable Items

•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Recyclable waste should be separated from regular garbage.

• 종이류, 빈병류, 플라스틱류가 있습니다.
They are split into paper/cardboard, glass, aluminum cans, and plastic.

헌 옷, 

형광등, 

건전지

old clothes, 
fl uorescent light 
bulbs, batteries

• 헌 옷은 헌 옷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Old clothes should be put into clothing collection bins.

• 형광등, 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Fluorescent light bulbs and batteries should be put into the corresponding 
bins.

No. 05/10=0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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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쓰레기
idudkH li,

음식물 쓰레기
wdydrmdk li,

대형 쓰레기
úYd, li,

재활용 쓰레기
m%;spl%SlrKh 

l<yels li,

헌 옷,
형광등,
건전지

mrK weÿï" 

úÿ,s nqnq¿ negß

·대형 쓰레기에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úYd, li,j, iaál¾ tll we,úh hq;=h' 

·스티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iaál¾ k.riNdfjka ñ,§.ekSug yelsh' 

iaál¾ wka;¾cd,h yryd ñ,§.ekSug yelsh'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m%;spl%SlrKh l<yels li, fjka fjk bj; oeñh hq;=hs ' 

·종이류, 빈병류, 플라스틱류가 있습니다. 
 lvodis" ùÿre" iy ma,iaála f,i j¾. ;sfí'

·헌 옷은 헌 옷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mrK weÿï mrK weÿï ny,kfha oeñh hq;=h' 

·형광등, 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úÿ,s nqnq¿ negß fjku nyd¨ul oeñh hq;=h'

·정해진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kshñ; li, u,af,a oeñh hq;=h'

·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kshñ; ia:dkfha bj; oeñh hq;=h'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버려야 합니다. 
 wdydrmdk li, j, j;=r bj;,d bj; oeñh hq;=h'

·쓰레기봉투는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습니다.
 li, bj;,ka u¨ <Õu lvfhka ñ,§.ekSug yelsh'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가격
 li, u¨j, j¾. yd ñ,.Kka'

- 일반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다릅니다. 
 idudkH li, u¨ yd wdydrmdk li, u¨ fjkiafõ' 

- 규격별로 있습니다.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m%udKh wkqj ;sfí'

- 지역별로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다릅니다. 
 m%foaYh wkqj li, u¨j, ñ, fjkia fõ'

쓰레기 종량제 li, m%udKh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지정된 규

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

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l=Kq li,j, m%udKh wkqj fjkuu jeämqr uqo,a whlrk l%uhls" fldßhdfõ § kï kshñ; j¾. wkqj 

le,sli, oeóu i|yd Ndú;d lrk nE.aj,g muKla le,sli, oud bj;,Su isÿlrhs" m%;spl%SlrKh l<yels 

li, fjkuu  bj;alr m%;spl%SlrKh jeälsÍfï n,mEula ;sfnkjd" 1995 wjqreoafoa isg uq¿ rgmqrdu l%shd;aul 

jqKd'

쓰레기 분리수거 li, j¾.lsÍu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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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my; oelafjk mska;+r n,d ksjerÈ ms<s;=re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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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①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안 좋아요.

② 너무 달아서 저는 안 먹고 싶어요.

③ 약속 시간에 늦어서 너무 미안해요.

④ 청소를 너무 안 해서 방이 더러워요. 

4. ① 괜찮아요. 지난번에 한 번 봤어요.

② 싫어요.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③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내일은 어려워요.

④ 미안해요. 무릎이 안 좋아서 닦는 것이 힘들어요.

5. ① 좋아요. 저하고 같이 걷어요.      

② 글쎄요. 저는 아까 걷었어요.

③ 그래요. 제가 바로 걷어 줄게요.   

④ 맞아요. 내일 저녁에 걷을 거예요.

Track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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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2.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Track 66

[3~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3.  ① 날씨가 흐려서 기분이 안 좋아요.

 ② 너무 달아서 저는 안 먹고 싶어요.

 ③ 약속 시간에 늦어서 너무 미안해요.

 ④ 청소를 너무 안 해서 방이 더러워요.

4. ① 괜찮아요. 지난번에 한 번 봤어요.

 ② 싫어요.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③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내일은 어려워요.

 ④ 미안해요. 무릎이 안 좋아서 닦는 것이 힘들어요.

5.  ① 좋아요. 저하고 같이 걷어요.

 ② 글쎄요. 저는 아까 걷었어요.

 ③ 그래요. 제가 바로 걷어 줄게요.

 ④ 맞아요. 내일 저녁에 걷을 거예요.

wxl 1 iy wxl 2 mska;+r n,d .e,fmk jpkh f;dark m%Yak fõ' fydÈka ijka § 

Tng weiqkq ms<s;=re f;drkak'

my; oelafjkafka fyd|ska ijka oS .e,fmk ms<s;=r f;dark m%Yak fõ' m%Yakhg 

ijkaoSug fmr ms<s;=r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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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쓸어요 w;=.dkjd       ② 여: 닦아요 msioukjd

 ③ 여: 돌려요 lrljkjd    ④ 여: 버려요 úislrkjd

2. ① 남: 장을 봐요 lfâ hkjd             ② 남: 밥을 해요 n;a Whkjd

 ③ 남: 음식을 만들어요 lEu idokjd ④ 남: 설거지를 해요 ms.ka fydaokjd'

3. 여: 방이 너무 더럽네요. ldurh fydogu wmsßisÿhs

4. 남: 투안 씨는 방을 닦을래요? ;=jdka ldurh msioukjo@

5. 여: 제 빨래 좀 지금 걷어 주세요. uf.a weÿï ál jk,d fokak'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④  2. ④  3. ④  4. ④  5. ③ 

정답    1. ③  2. ②

1. 이것은 무엇입니까? fuh l=ulao@

 

   20과_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75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 -ㄹ게요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날 때: -을게요

1) 가: 제가 방을 쓸게요.

나: 그럼 저는 닦을게요.

2) 가: 이 책들을 정리해 주세요.

나: 네. 지금 정리할게요.

3) 가: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나: 죄송해요. 지금은 일이 많아요. 이따가 할게요.

어휘 1 청소 Cleaning

문법 1 -(으)ㄹ게요

더럽다 깨끗하다 어지럽다 정돈되어 있다
dirty clean messy well arranged

쓸다 닦다 쓰레기를 버리다 청소 도구
to sweep to wipe to throw away garbage cleaning equipment

청소를 하다 청소기를 돌리다 정리하다 먼지를 떨다
to clean to vacuum to clean up to clear dust away

빗자루 걸레 휴지통
broom mop garbage can

-(으)ㄹ게요,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a speaker’s intention of will 
of doing something.
When a stem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of ㄹ, -ㄹ게요 is added.
When a stem ends in a consonant 
other than ㄹ, -을게요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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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uu mqoa.,hd l=ula lrñkao bkafka@

 

17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집안일 Household chores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사를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

1) 가: 옷을 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나: 그래요? 그럼 제가 다려 줄게요.

2) 가: 세탁세제를 벌써 다 썼어요.

 나: 그래요? 빨래를 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3) 가: 왜 항상 밖에서 밥을 사 먹어요?

 나: 저는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 먹어요.

문법 2 -는 것

- 는 것 attached to a verb, is used as 
one of the verbal noun forms. 

장을 보다 밥을 하다(짓다) 음식을 만들다 설거지를 하다
to go grocery shopping to cook rice to cook to do the dishes

빨래를 하다 세탁기를 돌리다 빨래를 널다 빨래를 걷다
to do laundry to run the washer to hang out the wash to bring in laundry

밥솥 냄비 프라이팬 주방세제
rice cooker pot frying pan dishwasher detergents

옷을 다리다 옷을 개다 세탁세제 다리미
to iron clothes to fold clothes detergent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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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20

1. ① 밥솥입니다. rhsia l=lrhls'   ② 냄비입니다. n÷kls'

 ③ 빗자루입니다. fldiails'   ④ 휴지통입니다. l=Kq l+vhls'

2. ① 옷을 개고 있어요. we÷ï kjñka bkakjd' ② 옷을 다리고 있어요. we÷ï uÈñka bkakjd'

 ③ 빨래를 널고 있어요. we÷ï jkñka bkakjd' ④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요. l=Kq l+vhls'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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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Jam 2 Sore.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방이 정말                         . ldurh we;a;gu wms<sfj,hs'

나:   요즘 청소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fï Èkj, t;rï msßisÿ fkdlrk ksihs'

     ① 바빠요  ② 깨끗해요  ③ 가까워요  ④ 지저분해요

4.

 
가: 우리 같이 작업장을 청소할까요? wms jev fmd< msßisÿ lruqo@

나:  좋아요. 제가                         . fydohs' uu jevfmd< msßisÿ lrkakï'

     ① 작업장을 쓸게요   ② 작업장이 넓어요

     ③ 작업장에 없어요   ④ 작업장을 안 볼게요

5.

 

투안 씨, 저 리한이에요. 부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옥상에 제 바지를 널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기숙사에 못 들어가요 . 투안 씨가 오늘 저녁에 제 바지를 좀                        주세요. 

고마워요.

;=jdka uy;d" uu ßydka' Wÿjla lrkak mq̈ jkao@ uu wo Wfoa by, uyf,a uf.a l,siu t,ä jd' 

kuq;a ug wo fkajdisld.drhg hkak neye' ;=jdka uy;d uf.a l,siu wrka ;shkjo@ ia;=;shs 

ia;=;shs'

     ① 해  ② 걷어  ③ 닦아  ④ 만들어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2. ① 장을 봐요.  ② 빨래를 해요.

③ 창문을 열어요.  ④ 반찬을 만들어요.

   20과_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8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닦아요.     ② 쓸어요. 

 ③ 씻어요.     ④ 빨아요.

2.  ① 장을 봐요.    ② 빨래를 해요.

 ③ 창문을 열어요.                 ④ 반찬을 만들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방이 정말 .

 나: 요즘 청소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① 바빠요 ② 깨끗해요 ③ 가까워요 ④ 지저분해요

4. 가: 우리 같이 작업장을 청소할까요?

 나: 좋아요. 제가 . 

① 작업장을 쓸게요                ② 작업장이 넓어요

③ 작업장에 없어요                ④ 작업장을 안 볼게요

5.      투안 씨, 저 리한이에요. 부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옥상에 제 바지를 널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기숙사에 못 들어가요. 투안 씨가 오늘 저녁에 제 바지를 좀 

 주세요. 고마워요.

① 해 ② 걷어 ③ 닦아 ④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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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닦아요.  ② 쓸어요.

③ 씻어요.  ④ 빨아요.

   20과_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18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닦아요.     ② 쓸어요. 

 ③ 씻어요.     ④ 빨아요.

2.  ① 장을 봐요.    ② 빨래를 해요.

 ③ 창문을 열어요.                 ④ 반찬을 만들어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방이 정말 .

 나: 요즘 청소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① 바빠요 ② 깨끗해요 ③ 가까워요 ④ 지저분해요

4. 가: 우리 같이 작업장을 청소할까요?

 나: 좋아요. 제가 . 

① 작업장을 쓸게요                ② 작업장이 넓어요

③ 작업장에 없어요                ④ 작업장을 안 볼게요

5.      투안 씨, 저 리한이에요. 부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옥상에 제 바지를 널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기숙사에 못 들어가요. 투안 씨가 오늘 저녁에 제 바지를 좀 

 주세요. 고마워요.

① 해 ② 걷어 ③ 닦아 ④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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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③  3. ④  4. ①  5. ②

1 isg 2 olajd we;af;a mska;=rh foi n,d mska;=rhg wod, jdlH f;drk m%Yak fõ" 

mska;+rhg .e,fmk jdlH f;darkak'

my; oelafjkafka m%Yak fyda fonia lshjd ysia;ekg .e,fmk ms<s;=r f;drk m%Yak 

fõ" bf.k.;a foaj,a kej; u;la lr.ksñka jdlH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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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①  3. ③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작업장에 먼지가 많아서                을/를 했습니다. 바닥도 닦고 환기도 시켰습니다.

jevìfuys ¥ú,s f.dvla ;snqKq ksid msßisÿ l,d' ìu msioud jd;dY%h ,eîug ie,eiaiqjd'

 ① 공부 ② 청소 ③ 운동 ④ 노래

2.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너무                . 그래서 오늘 투안 씨와 함께 방을 쓸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msßisÿ fkdl, ksid ldurh f.dvla wmsßisÿhs' b;ska wo ;=jdka iuÕ ldurh w;= .d ÿú,s 

msioeuqpd'

 ① 더러웠습니다  ② 비슷했습니다

 ③ 따뜻했습니다  ④ 단정했습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함부로 쓰레기를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됩니다.

fm!ÿa.,sl ia:dk j,§ wdpdrYS,s úh hq;=hs' l=Kq li, oeófuka iy Yío ke.Sfuka je<lsh 

hq;=hs'

 ① 떨거나  ② 쓸거나 

 ③ 버리거나  ④ 정리하거나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ska wid kej; lshkak'

fldßhdkq NdIdfõ wjidk jH[ackh^y,alsrSï& WÉpdrKh jkafka b;d iSud iys;jk w;r 

jH[ack 7 la muKla WÉpdrKhg n÷ka fõ' ‘ㄹ’ hkak ‘을’, [ l ] f,i WÉpdrKh flf¾'

(1) 물, 길, 달, 얼굴 

(2) 서울, 내일, 하늘, 거울

(3) 물 좀 주세요.  

(4) 내일 봐요. 

발음 WÉpdrKh P08



21 fïi mqgq ms<sfj,g ilikak Woõ lrkako@  247246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meyeÈ,s lsÍu" wjir b,a,Su 

□jHdlrK  Ndú;h ioyd Wmfoia -는데/(으)ㄴ데, -(으)ㄹ까요

□ jpk Ndú;h ioyd Wmfoia fmdfrdkaÿj" wdrdOkdj

□ ixialD;sl f;dr;=re	 f.g f.j§fï W;aijhg fok ;E.s

21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fïi mqgq ms<sfj,g ilikak Woõ lrkako@

1. 아딧 씨는 왜 여기에 왔어요? wÈ;aa uy;auhd wehs fuys meñKsfha@

2. 사장님은 어디에 계세요? m%Odks;=ud fldfyo bkafka@

정답   1. 사장님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2. 사장님은 잠깐 밖에 나가셨어요. 

대화 1  ixjdoh 1
Track 67

비서 어떻게 오셨어요?
 l=ula i|ydo meñKsfha@

아딧 저는 한국건설 아딧이라고 합니다.
   uu fldßhka bÈlsÍï lrk wÈ;a lsh,d' 

 사장님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m%Odkshd iuÕ 2g fmdfrdkaÿjla ;sfhk ksid wdfõ'  

비서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전화해 볼게요.
   m%Odkshd állg t<shg .sysmq ksid  

uu weu;=ula ,nd § n,kakï'

 (통화 후) ^weu;=ula ,nd §ug miqj&

비서 곧 오실 거예요.  
 blaukska ths'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we;=,g .syska /¢ isákak'

아딧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lula kE' fu;ku /§ isákakï'

(이)라고 하다 

l;dlrk mqoa.,hd úiska ;udj 

fyda wka wfhl= y÷kajd§fï § 

Ndú;d lrkq ,nk m%ldYhls'

·저는 투안이라고 해요.

 ug ;=jdkaa lsh,d lshkafka' 

·이 사람은 수루라고 합니다.

  fuu mqoa.,hd iqre kñka  

ye¢kafõ'

-아서/어서 

hï l%shdjka iuQyhl ms<sfj, 

ksfhdackh lrhs' tlu mqoa.,fhl= 

fyda ia:dkhla fyda jia;=jla iïnkaO 

wjia:djla meyeÈ,s lrkq ,nhs'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봤어요.
 uu hy¿jd uqK.eiS Ñ;%mgh 

kerUqfjñ'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쉬었어요.
f.or f.dia rd;%S wdydrh  

f.k úfõl .;a;d'

wÈ;a wdh;k m%Odkshd uqK.eiSug fmdfrdkaÿ ù isáhs' kuq;a tu fj,dfõ 

wdh;k m%Odkshd wdh;kfhka neyerj isáhs' my; we;af;a wÈ;a iy f,alï;=ñh 

w;r we;s jq ixjdohs' m<uqj ixjdohg fojrla ijka § wkq.ukh lr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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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는데/(으)ㄴ데’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는데/(으)ㄴ데’.

1) 가: 투안 씨, 시간이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지금은 시간이  조금 이따 오세요. 

2) 가: 모니카 씨, 마트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나: 그럼 우유 좀 사다 주세요.

3) 가: 우리 오늘 같이 청소해요. 방이 너무 더러워요. 

 나: 오늘은 좀  내일 하면 안 돼요?

보기 바쁘다                                               없다                                              가다  

보기 약속을 하다                      기다리다                      안내를 하다                      방문하다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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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에 아딧 씨를 만났어요. 아딧 씨는 약속을 잘 지켜요.  
iji folg wÈ;aa uy;d yuqúh' wÈ;aa uy;d fmdfrdkaÿ fyd¢ka rlskjd'

•   흐엉 씨는 약속 장소에 안 나왔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yTx uy;añh fmdfrdkaÿ jQ ia:dkhg meñKsfha ke;' weh fmdfrdkaÿj lv l<dh'

• 버스를 놓쳐서 약속에 늦었어요. nih u.yereK ksid fmdfrdkaÿj i|yd hdug mrlal= úh~'

• 한 시간 동안 여자 친구를 기다렸지만 안 왔어요. mehl muK isg fmïj;sh meñfkk ;=re /£ isáho weh meñKsfha ke;'

   21과_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185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뒤에 이어질 내용의 전개를 위해 앞선 상황을 제시할 때 쓴다.

동사이거나 ‘있다/없다’가 있을 때: -는데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ㄴ데

형용사 어간에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은데 

1) 가: 내일 오후 3시에 방문할게요. 

 나: 내일 3시에는 약속이 있는데 4시는 어떠세요? 

2) 가: 지금 시간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나: 지금 좀 바쁜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3) 가: 모니카 씨, 날씨도 좋은데 우리 오늘 놀러 갈까요?

 나: 좋아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어휘 1 약속 Appointment

문법 1 -는데/-(으)ㄴ데

약속을 하다 약속을 지키다 약속을 어기다 약속에 늦다
to make an appointment to keep an appointment to break an appointment late for an appoiontment

방문을 하다 안내하다 안내를 받다 기다리다
to visit to guide to be guided to wait

-는데/-(으)ㄴ데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suggests the previous 
situation in order to develop a 
conversation. For verbs or 있다/없다, 
-는데 is used.
If the stem of an adjective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ㄴ데 
is used.
If the stem of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 other than ㄹ, -은데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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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하다
neyeolskjd

안내하다
uÕfmkajkjd

안내를 받다
uÕfmkaùu ,nd.kakjd

기다리다
/È isákjd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 n,d Bg .e,fmk jpkh fldgqfjka f;dard ,shkak '

보기 약속을 하다   기다리다   안내를 하다   방문하다

정답   1) 약속을 하다   2) 방문하다   3) 안내를 하다   4) 기다리다

어휘 1  jpk ud,dj 1 약속 fmdfrdkaÿ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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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하다
fmdfrdkaÿ fjkjd  

^wefmdhskaÜukaÜ - ld,h 

fjkalr .ekSu& 

약속을 지키다
fmdfrdkaÿj 

bgqlrkjd $ rlskjd 

약속을 어기다
fmdfrdkaÿj lvkjd

약속에 늦다
fmdfrdkaÿ fj,dj 

mrlal= fjkjd

Thd,;a fmdfrdkaÿjla l<fyd;a th fyd¢ka bgq lrkjdo@ fmdfrdkaÿ yd 

iïnkaO m%ldYhka fudkjdoehs n,uq o@

by; jpk fkdn,ñka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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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l fyda l%shd úfYaIK mohlg iïnkaO ù" miqj mjikq ,nk ldrKh ;jÿrg;a 

meyeÈ,s lsÍu i|yd tu ldrKhg fya;=jk uq,a wjia:dj" yÿkajd o’ug fhod.efka¡ 

zwe;$ke; (있다/없다)’ hk wjia:dfõ§ ‘-는데’ hkak Ndú;d lrhs' 

동사 (l%shdmoh) 형용사 (úfYaIK moh) 명사 (iajrh)

-는데 자음 (kdu moh) → -은데 모음 (jH[ackh) → -ㄴ데 인데

먹다 → 먹는데

오다 → 오는데
많다 → 많은데 크다 → 큰데

사람 → 사람인데

친구 → 친구인데

·가: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창문 좀 닫아 주실래요? 
 t<sfha fyd|gu jysk yskaod cfka,h álla wer,d fokjdo@ 

  나: 네, 그럴게요. fyd|hs tfyu lrkakï'

·가: 아상카 씨, 날씨도 좋은데 우리 오늘 놀러 갈까요? 
 wixl uy;a;hd" ld,.=Kh;a fyd| yskaod wms wo úfkdao fjkak huqo@

  나: 좋아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fyd|hs' fldfyo hkak ´fka@

·가: 피자가 맛있는데 더 드실래요? mSid ri yskaod ;j lkjo@

  나: 네, 더 주세요. fyd|hs' ;j fokak'

문법 1  jHdlrK 1 -는데/(으)ㄴ데 G21-1 

ysia;ekg .e,fmk m%ldYh f;dard ‘-는데/-(으)ㄴ데’ Ndú;d lr ixjdoh iïmQ¾K 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는데/-(으)ㄴ데’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투안 씨, 시간이 있으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jdkaa uy;auhd fj,dj ;sfhkjd kï fïl álla lsh,d fokak'

 나:  지금은 시간이                              조금 이따 오세요.  

2)  가:  모니카 씨, 마트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나: 그럼 우유 좀 사다 주세요. tfykï lsß álla ñ<g wrka fokak'

3)  가:  우리 오늘 같이 청소해요. 방이 너무 더러워요.  
 wms wo tlg msßisÿ lrkjd' ldurh f.dvla wmsßisÿhs'

 나:  오늘은 좀                              내일 하면 안 돼요?

정답   1) 없는데   2) 가는데   3) 바쁜데

보기 바쁘다      없다      가다

‘-는데/-(으)ㄴ데’ jHdlrKh ms<sn|j wjfndaOhla ,enqjdo@ tafiakï jvd;au .e,fmk 

ms<s;=r f;dard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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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희 모니카 씨, 어서 와요.
 fudksld fukúh" idorfhka ms<s.kakjd'

모니카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Tõ" wdrdOkd l,dg ia;+;shs'

 집이 참 좋네요. 
 f.or we;a;gu fyd|hs'

소   희 고마워요. 그런데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ia;+;shs" kuq;a f.or fydhd.kak wudre jqfka keoao@

모니카 아니에요. 금방 찾았어요.
 keye" myiqfjka fydhd.;a;d'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fïl f.g f.j§fï ;E.a.hs'

소   희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
 fudlgo fujeks foaj,a iQodkï lrka wdfõ@  

 어서 앉으세요.
 weú;a jdäfjkak'

모니카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
 fïi mqgq ms<sfj,g ;shkak álla Woõ  

 lrkako@

소   희 아니에요. 다 됐어요.
 keye" Tlafldu yß'

-기가 

fhfok jdlHhl wdLHd;h f,I  

‘좋다, 어렵다, 쉽다’ fhdod l;d 

lrk mqoa.,hdf.a úksYaphka  

w¾: oelafõ' ‘-기가’,	‘-는 것이’		
hkak g udre lr ,súh yel'

·  이곳은 가게들이 많아서 쇼핑하

기 좋아요.
     fuu ia:dkfha lvidmamq f.dvla 

;sfhk ksid idmamq ijdßfha 

fh§ug ^fIdmska lsÍu& fyd|hs

·  한국어를 배우기 쉽지 않아요. 
fldßhka NdIdj bf.k .ekSu  

f,fyis ke;

정답   1. 소희 집을 방문했어요.   2. 집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1. 모니카 씨는 어디를 방문했어요? fudksld fukúh .sfhaa fldfya o@ 

2. 모니카 씨는 무엇을 준비했어요? fudksld fukúh iQodkï lf,a fudkjdo@

대화 2  ixjdoh 2
Track 68

금방 blaukska

.;fjk ld,h fláh'

·   이 일은 어렵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fï jefâ t;rï wudre ke;s 

ksid blaukskau wjika jqKd'

ál fj,djlg by;§

·가: 이것 좀 드세요.

 fuhska álla lkak'

   나:   아니에요. 금방 저녁을  

먹고 왔어요.  
   neye' állg l,ska ?g  

ld,d wdfõ'

fudksldg fidaySf.a f.org wdrdOkdjla ,enqKd' fudksld fidaySg f.g 

f.j§fï ;E.a.lao ,nd ÿkakd' Tjqka fofokd l=uk fohla ms<sn|j l;dny 

lrhso@ m<uqj ixjdohg fojrla ijka fokak' fidayS iy fudksldf.a ixjdoh 

wkq.ukh lrñka lshj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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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초대 Invitation

동사에 붙어 상대방의 생각을 물으며 허락을 구함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ㄹ까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을까요

1) 가: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나: 네, 수미 씨가 선물을 사세요. 제가 케이크를 살게요. 

2) 가: 리한 씨,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을까요?  

 나: 네, 전화 좀 받아 주세요. 

문법 2 -(으)ㄹ까요

-(으)ㄹ 까요 attached to a verb, asks for 
a listener’s opinions and permissions.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ㄹ 까요?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을까요 is added.

초대하다 초대를 받다 선물을 준비하다 집을 찾다
to invite to get invited to prepare a present to look for a house

마중 나가다 음식을 장만하다 상을 차리다  상을 치우다
to come to meet someone to prepare food to set the table to clean the table

이야기를 나누다 배웅하다
to have a conversation with to see someon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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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다
wdrdOkd lrkjd

초대를 받다
wdrdOkd ,nkjd

선물을 준비하다
;E.s iqodkï lrkjd

집을 찾다
f.or fydhkjd

마중 나가다
flfkla yuqfjkak 

hkjd

음식을 장만하다
lEu ilia lrkjd

상을 차리다
fïih ilia lrkjd

상을 치우다
fïih wia lrkjd

이야기를 나누다
l:d lrkjd

배웅하다
iuq.ekSu lrkjd

초대를 받았어요.

mska;+rh n,d Bg .e,fmk jpkh fldgqfjkaa f;dard ,shkak '

   21과_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189

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5)

1)

4)

3)

6)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제가 도와줄까요? 

   나: .                       

① 네, 좀 도와주세요     ②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2) 가: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나: .                       

① 아니요, 우리 같이 사요  ② 아니요, 선물 감사합니다

집을 찾다  선물을 준비하다 상을 차리다       

이야기를 나누다 마중 나가다  음식을 장만하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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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초대를 했어요.

보기

집을 찾다

이야기를 나누다

선물을 준비하다

마중 나가다

상을 차리다

음식을 장만하다

정답   1) 음식을 장만하다   2) 상을 차리다   3) 마중 나가다   4) 선물을 준비하다   5) 집을 찾다    6) 이야기를 나누다

• 우리 집에 친구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장만했어요. udf.a ñ;=rkag wfma ksjig wdrdOkd l<d' 

tajf.au fldßhdkq wdydr ñ,oS .;A;d'

• 우리는 함께 상을 차렸어요. 음식을 다 먹고 상을  
치웠어요. wms tlaj lEu fïih ms<sfh, l<d' wdydr 

f.k ksujQ miQ fïih msßisÿ l<d' 

• 나는 집들이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ug f.g f.j§fï W;aijhlg 

wdrdOdkdjla ,enqKd' tu ksid ;E.A.la iQodkï l<d'

어휘 2  jpk ud,dj 2 초대	wdrdOkdj

초대를 받았어요.

wdrdOkdj iu. iïnkaê; m%ldYhka fudkjdoehs oek .ksuq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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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q,§ bf.k.;a f,i ‘-(으)ㄹ까요?’ hkak fhdckdjla  lsrSfï§ fhdod.kS' tfy;a l;D moh 

i|yd ‘저(나)’ fhÿkfyd;a wfkla md¾Yjh is;k wdldrh úuiSug fyda wjir me;Su hkak 

oelaùug fhdod .efka'

자음(jH[ack) → -을까요? 모음(iajr), 자음 ‘ㄹ’(jH[ackh -ㄹ)  → -ㄹ까요?

닫다 → 닫을까요?
준비하다 → 준비할까요?

만들다 → 만들까요?

· 가: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uu ;E.a. iQodkï lrkako@

 나:   네, 수미 씨가 선물을 사세요. 제가 케이크를 살게요. 
 |hs' iqó uy;añh ;E.a. ñ,g .kak' uu flala tl .kakï' 

· 가: 제가 창문을 닫을까요? uu cfka,h jykako@  나: 네, 닫으세요. fyd|hs' jykak'

문법 2  jHdlrK 2 -(으)ㄹ까요 G21-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ㄹ까요’ iy ‘-(으)ㄹ래요’

‘-(으)ㄹ까요’ iy ‘-(으)ㄹ래요’ m%Yakd¾: iajrEmfhka wfkla md¾Yjfha is;sú,a,la fyda woyila 

úuiSfu§ Ndú;d lrhs' fuu wjia:dfõ § ‘-(으)ㄹ까요’ hkak l¾;D W;a;u mqreI jk úg 

Ndú;d l, yels w;r" ‘-(으)ㄹ래요’ hkak l¾;D W;a;u mqreI jk úg Ndú;d l, fkdyelsh' 

;jo ‘-(으)ㄹ까요’ hkak m%Yakd¾: iajrEmfhka muKla Ndú;d lrk w;r ‘-(으)ㄹ래요’ idudkH 

m%ldYkd¾: iajrEmfhkao Ndú;d l, yel' 

· 제가 가져올까요?(O) 제가 가져올래요?(X) · 제가 할까요.(X) 제가 할래요.(O)

대조적 정보 fjk;a f;dr;=re

isxy, NdIdfõ m%Yakd¾:h y.jk jdlHh úúO f,i LKavkSlrKh lr fkdue;s w;r 

‘가게 문을 몇 시에 닫아요?’ iy ijkafokakdf.a woyi úuik ‘가게 문을 몇 시에 닫을까요?’ hk 

jdlH foj¾.hu tlu f,i m%ldY lrhs' kuq;a fldrshdkq NdIdfjka ijkafokakdf.a 

woyi úuik úg ‘-(으)ㄹ까요?’ w.g fhdok jdlH jHqyh Ndú;d lrkq ,efí'

·가게 문을 몇 시에 닫을까요? lfâ lShgo jykafka@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ixjdoh lshjd .e,fmk ms<s;=r ,l=Kq lrkak'

1)

 

가: 제가 도와줄까요? 
 uu Woõ lrkako@

나:                                                . 

     ① 네, 좀 도와주세요  

     ②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정답   1) ①   2) ①

2)

 

가: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uu ;E.a.la iQodkï lrkako@

나:                                                . 

     ① 아니요, 우리 같이 사요 

     ② 아니요, 선물 감사합니다

‘-(으)ㄹ까요’ wjfndaO jqKd o@ tfiakï ixjdoh lshjd jvd;a .e,fmk jdlH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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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가:  제가 사무실로 갈까요?  uu ld¾hd,hg hkako@

나: 네, 사무실로 오세요. Tõ" ld¾hd,hg tkak'

19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a conversation as follows. 

보기

사무실로 가다

가: 제가 사무실로 갈까요? 

나: 네, 사무실로 오세요. 

1)   2)

3)   4)

음식을 만들다

선물을 준비하다

상을 차리다

상을 치우다

사무실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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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가다

ld¾hd,hg hkjd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h wkqj l;dlr n,kak'

19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a conversation as follows. 

보기

사무실로 가다

가: 제가 사무실로 갈까요? 

나: 네, 사무실로 오세요. 

1)   2)

3)   4)

음식을 만들다

선물을 준비하다

상을 차리다

상을 치우다

사무실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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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만들다

lEu yokjd

선물을 준비하다

;E.a.la iQodkï lrkjd

상을 치우다

lEu fïih wia lrkjd

1) 

3) 

2) 

4) 

정답   1) 가: 제가 음식을 만들까요?  2) 가: 제가 상을 차릴까요?

  나: 네, 음식을 만드세요.    나: 네, 상을 차리세요.

 3) 가: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4) 가: 제가 상을 치울까요?

    나: 네, 선물을 준비하세요.                  나: 네, 상을 치우세요.

활동  l%shdldrlï 

WodyrKh wkqj ‘가’ iy ‘나’ fjñka l;dlr n,kak'

상을 차리다

lEu fïih iQodkï lr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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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w¾:h ;yjqre lSÍu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ysia ;ekg iqÿiq jpkh ,shkak '

1. 이사를 한 후에 가족, 친구, 회사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kj ksjilg meñKs miq mjqf,a whg" {d;S ñ;%hka i|yd wdrdOkh lsÍu f.j§fï W;aijh fyj;a  

^   & kñka ye¢kafõ'

2. 집들이 선물로   은/는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f.j§fï W;aijhl § ^msßis÷ ldrl l=vq j¾.& ;Hd. f,i ,nd§fuka woyia lrkqfha" inka ;=<ska 

we;sjk fmK fuka iqNodhl foaj,a mukla we;s ù fmdfydif;l= jkjd hehs úYajdi lrkjd hkakhs'

집들이 선물  f.g f.j§fï ;E.s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한 후에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데 이것을 ‘집

들이’라고 합니다. 집들이를 할 때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초

대 받은 사람은 집들이에 갈 때 선물을 준비합니다. 집들이 선물로는 세제나 휴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세

제는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고, 휴지는 일이 술술 풀리라

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필요한 것을 사 주기도 합니다. 그리

고 새 집에 어울리는 시계나 화분 같은 장식 용품도 선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커피 

잔이나 수저 세트 등 부부가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선물합니다. 여러분도 집들이에 초대 받으면 이

런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fldßhka cd;slhka újdy jQ miqj fyda f.j,a udre l, miqj mjqf,a whg fyda hy¿jkag" wdh;kfha fiajlhkag f.org 

wdrdOkd lsrSu ‘집들이’ f.g f.j§uZ f,i y÷kajhs' f.j§ula lsßfï§ hy¿jkag wdrdOkd lr Tjqka i|yd lk wdydr 

ilia lrhs' ta jf.au wdrdOkd ,enq msrsia f.j§fï W;Aijhg hk úg ;E.a.la iQodkï lrhs' f.j§fï ;E.s f,i msßis÷ 

ldrl l=vq j¾. iy áIQ frda,a oSu b;d ckm%shhs' msßis÷ldrl l=vq j¾. ;Hd. f,i ,nd§fuka woyia lrkqfha" inka 

;=<ska we;sjk fmK fuka iqNodhl foaj,a mukla we;s ù fmdfydif;l= jkjd hehs úYajdi lrkjd hkakhs' áIQ frda,a 

j,ska jev myiqfjka ieye,a¨fjka flfrk nj woyia fõ' j¾:udkfha wdrdOkd lrk flkdg m%fhdckj;a jk foaj,a 

fudkjdoehs wid Tjqkag wjYH foaj,a ñ<g f.k §u;a nyq,j lrhs' ta jf.au w¨;a ksjig .e,fmk Trf,daiq" u,an÷ka 

wd§ ieris,s NdKav;a ;E.s f,i ckm%sh fõ' óg wu;rj kj hqj,lg fldamS u.a yd yeÈ" n;alk l+re" msys wd§ NdKavo 

;E.s f,i ,nd fohs' Thd,g;a f.g f.j§fï wdrdOkdjla ,enqkfyd;a fïjdf.a ;E.s iQodkï lr n,kak'

정답   1. 집들이    2. 세제 

세제

 msßis÷ ldrl l=vq j¾. ^inka&

휴지

áIQ frda,a 

화분

u,a n÷ka

커피 잔

fldams fldamam ^u.a&

수저

yeÈ n;al+re

시계

Trf,daiqj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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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u l;djg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msßñ mqoa.,hd fu;kg wehs wdfõ@

 ① 선물을 사고 싶어서

 ②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③ 집들이에 초대를 받아서

 ④ 사장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5.  남자는 몇 시에 약속을 했습니까? msßñ mqoa.,hd lShg yuqùugo fmdfrdkaÿ jqfKa@

 ① 11시  ② 12시

 ③ 1시  ④ 2시

[1~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약속에 늦었어요.

 ② 안내해 드리세요.

 ③ 방문을 하려고 해요.

 ④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2.  ① 네, 제가 선물을 샀어요.

 ② 네, 꽃이 예뻐서 샀어요.

 ③ 아니요, 우리 같이 사러 가요.

 ④ 아니요, 백화점은 너무 비싸요.

3.  ① 네,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② 네,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③ 아니요, 집 찾기가 어려웠어요.

 ④ 아니요, 제가 음식을 장만할게요.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Track 69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isg 3 olajd we;af;a ijka § .e,fmk ms<s;=r f;dark m%Yak fõ' m%Yakj,g 

ijkaoSug fmr ms<s;=re tla jrla lshjd n,kak'

my; oelafjkafka msßñ mqoa.,hdf.a iy ldka;djf.a fonig ijka § .e,fmk 

ms,s;=r f;dark m%Yak fõ' ixjdohg ijka §ug fmr m%Yakfha wka;¾.;h tla 

jrla úui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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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③  3. ①  4. ④  5. ④

1. 여: 어떻게 오셨어요? l=ula i|yd fuys meñKsfha o@

2. 남: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uu ;E.a. iQodkï lrkak o@

3. 여: 민수 씨, 투안 씨 집들이에 갈 거예요? 

 ñkaiQ uy;auhd" Tn ;=jdkaa uy;auhdf.a f.g f.j§fï W;aijhg hkjd o@

4-5. 여: 어떻게 오셨어요? l=ula i|yd fuys meñKsfha o@

      남: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m%Odkshd uqK.eiSug meñKsfha'

      여: 약속을 하셨어요? fõ,djla fjkalr .;a; o@ 

      남: 네, 2시에 약속을 했어요. Tõ' iji folg uqK.eiSug fmdfrdkaÿ jQKd'

      여: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fï fj,dfõ /iaùul neúka uola /§ isákak'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④ 

[1~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 wid .e,fmk ms<s;=r f;darkak'

1. ① 선물을 준비했어요.  

 ② 내가 마중을 나갈게요.    

 ③ 아파트라서 쉽게 찾았어요. 

 ④ 혼자 찾아 갈 수 있어요. 

2. ① 네, 꼭 오세요.   

 ② 아니요, 저는 갈 거예요. 

 ③ 네, 제가 초대할래요.  

 ④ 아니요, 다른 일이 있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21

1. 남: 집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ksjila fidhd .ekSug wmyiq jQfha ke;s o@

2. 남: 이번 주말에 과장님 댁 집들이에 미영 씨도 가요?

   fuu i;s wka;fha l<uKdldr;=udf.a f.or ;sfnk f.g f.j§fï W;aijhg ñfhdka.a 

uy;auh;a iyNd.s fjkjd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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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m%Yak j,g ms<s;=re imhkak'

 

저는 지난 주말에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

후에 시장에 가서 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

어서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세제와 휴지를 받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uu miq.sh i;s wka;fha f.g f.j§fï W;aijhla meje;ajqjd' ta ksid fikiqrdod Wfoa f.a we;=, 

msßisÿ l,d' ta jf.au yji fmd<g .syska uia iy úúO j¾.fha t<j¿ ñ<g .;a;d' f.or weú;a 

lEu ilia l,d' yji 6 jk úg hy¿jka f.org wdjd' f.g f.j§fï ;E.s f,i msßisÿ lsßfï 

øjH iy áIQ frda,a ,enqk ksid  ys;g f.dvla i;=gqhs' wms ? lEu rig ld,d l:d lsÍug mgka .;a;d' 

we;a;gu úfkdaockl jqKd'

4.   이 사람이 토요일 아침에 한 일을 고르십시오. fï mqoa.,hd fikiqrdod Wfoag l, jevh f;darkak'

 ① 상을 차렸습니다.   ② 집을 청소했습니다.

 ③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④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5.   이 사람은 집들이 선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fï mqoa.,hdf.a f.g f.j§fï W;aijhg ,enqKq ;E.s fudkjdo@

 ① 고기  ② 세제 ③ 과일  ④ 시계

정답    1. ②    2. ①    3. ②     4. ②     5. ②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

 

반장님, 집들이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Wm m%Odks;=uks" f.j§fï W;aijhg ^wdrdOkh lsÍu& iïnkaOfhka  fnfyúka ia;+;Sjka; fjkjd'

     ① 인사해  ② 초대해 ③ 장만해  ④ 준비해

2.

 

한국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집을                                  때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것을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idudkHfhka fldßhdkq c;slhka úiska fjk;a wfhl=f.a f.org hdfï§ ;Hd.hka /f.k hhss' 

b;du;a iq¨ fohla jqjo tlsfkld w;r fnodyod .ekSu ‘정’ kñka ye¢ka fõ'

     ① 방문할  ② 전화할 ③ 배웅할  ④ 마중할

3.

 

                                에 늦거나 지키지 못할 때는 미리 전화를 해야 합니다.

fmdfrdkaÿ jQ fj,jg wod, ia:dkhg hd fkdyels jQ úg fyda tu fmdfrdkaÿj iq/lSug fkdyels 

wjia:djl § ÿrl:k weu;=ula u.ska l,ska oekqï Èh hq;= fõ'

     ① 선물  ② 약속 ③ 안내  ④ 음식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isg 3 olajd we;s m%Yak i|yd jdlH ;=,g we;=,;a l<yels jvd;a .e,fmk 

jpkh f;darkak' by; bf.k.;a jpk kej; isys lrñka jvd;a iqÿiq jpkh 

f;darkak'

my; we;af;a f.g f.j§fï W;aijh ms<sn| jQ fþohls' f.g f.j§fï W;aijhl§ 

l=ula lrkafkao iy l=uk wdldrfha ;E.s ,nd fokafkao hkak is;ñka my;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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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①   3. ③   4. ④   5. ②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시내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것 같습니다.

k.rfha § ñ;=frl= yuqùug fhdodf.k ;snqKs' kuq;a oeä jdyk ;onoh ksid yuqùug 

fmdfrdkaÿ jQ fõ,djg jvd m%udo úh yelsh'

 ① 늦을 ② 바꿀 ③ 도착할 ④ 기다릴

2.

 

오늘 부모님이 한국에 오십니다. 오늘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을                  

공항에 갈 겁니다.

wo udf.a foudmshka fldßhdjg tkjd' uu wo l<ukdldr;=udg mjid foudmshka yuqùug 

.=jka f;dgqfmd,g hkjd'

 ① 마중하러 ② 방문하러 ③ 생각하러 ④ 초대하러

3.

 

반장님께서 집들이에 우리 직원들을                 .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사서 반장님 

댁으로 갈 겁니다.

Wm m%OdkS;=ud úiska fijl uKav,hg f.g f.j§fï W;aijhg wdrdOkd l,y' tuksid 

wm ;Hd.hka ñ,§ f.k Wm m%OdkS;=ukaf.a ksjig hhs'

 ① 연락하셨습니다 ② 배웅하셨습니다 ③ 초대하셨습니다 ④ 마중하셨습니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4.

 

지난주에 새집으로 이사를 해서 오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휴지나 세제를 

사 왔습니다. 우리는 고향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sh i;sfha kj ksjig meñKs ksid wo ñ;=rkag wdrdOkd l,d' Tjqka fmm¾ i¾úhÜ iuÕ 

inka j¾.o /f.k wdjd' wfma rgg wdfõKsl lEu ms<sfh, lr tlg rij;a wdydrfõ,la 

.;a;d'

 ① 결혼식 ② 기숙사 ③ 사무실 ④ 집들이

5.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출근하니까 책상 위에 예쁜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서 제 생일을 기억하고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wo udf.a WmkaÈkhhs' /lshdjg meñKs ksid fïih Wv ,iaik f;dmamshla ;nd ;snqKd' th 

wdh;k m%OdkS;=uka úiska udf.a WmkaÈkh i|yd iQodkï lr ;snQ ;Hd.hhs' we;af;kau f.dvdla 

ia;+;sjka; jQjd'

 ① 작업 ② 선물 ③ 친구 ④ 가족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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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a iy fudksld mdrudre ùug n,d isáhss' mdrudre ùug m%:u fofokd w;r 

l=uk wdldrfha fonila f.dvkef.a o@ m<uqj fuu fonig fojrla ijka§ 

kej; lshjkak'

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ykï lsÍï$ fya;= oelaù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면 안 되다, –(으)니까

□ jpk Ndú;h ioyd Wmfoia ;ykï" lsÍfuka je,lsh hq;= l%shdjka

□ ixialD;sl f;dr;=re	 fmdÿ ia:dkj, ix{d mqjre 

22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fkdie,ls,af,ka jerÈ ia:dkhlska mdr udreùu fkdl< hq;=h

투   안 차가 안 와요. 빨리 건너가요. 
   jdyk tkafka keye'  

blaukska mdr udre fj,d huq'

모니카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fu;k mdr udreùu lrkak neye'

투   안 차도 없는데 뭐 어때요?
  jdyk;a keyefka" wehs neß@

모니카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무단 횡단을 
 하다가 다쳤어요.
   óg l,ska uf.a hy¿fjl=;a fkdie,ls,af,ka  

mdrudrefjkak .syska wk;=rla jqKd' 

투   안 정말요? 저는 무단 횡단 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그냥 길을 건넜는데…….
  we;a;gu@ uu fkdie,ls,af,ka mdr udreùu ;ykïZ mqjre 

;sìh§;a kslx mdr udre jqkdfka''''''

모니카 투안 씨도 앞으로 조심하세요. 
 저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빨리 가요.
   ;=wka uy;auhd;a biairyg m%fõiï jkak' 

w;k mÈl udrej ;sfhkjd' blaukgu huq' 

정답   1.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쳤어요.   2.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거예요.

대화 1  ixjdoh 1
Track 70

1. 모니카 씨의 친구는 왜 다쳤어요? fudksld fukúhf.a hy¿jd fldfyduo ;=jd, jQfKa@

2. 두 사람은 어디에서 길을 건널 거예요? fofokd mdr udre jQfha l=uk ia:dkhlskao@

-아도/어도  

bosrsmi we;s wjia:dj fyda l%shdj 

isÿjqj;a ke;;a miq wjia:dj 

fjkila ke;sj isÿjk nj 

fmkakqï lrhs'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uykais ù mdvï l<;a ,l=Kqq 

m%udKh by, fkdhhs'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네요. 
 n;a lEj;a ;ju;a nv.skshs'

-다가  
bosrsmi l%shdj" miqj we;s jQ 

RKd;aul isÿùfï fya;=j hkak 

fmkaaùug Ndú;d lrkq ,nhs'

·늦잠을 자다가 회사에 늦었어요.

  oyj,a jk;=re kskao .sh neúka  

/lshdjg hdug m%udo úh'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fõ.fhka Odjkh lr wk;=rg 

,laúh'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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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과_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195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가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면 안 되다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면 안 되다

1) 가: 이곳은 주차 금지예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2) 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나: 아니요.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어휘 1 금지 Prohibition

문법 1 -(으)면 안 되다 

-(으)면 안 되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prohibition of an action or 
refusal of permission.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면 안 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면 안 되다 is added.

금연 음식물 반입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진 촬영 금지
No smoking No food or drink allowed No cell phone No photography

실내 정숙 출입 금지 접근 금지 무단 횡단 금지
Quiet zone No trespassing No approach No jaywalking

주차 금지 과속 금지
No parking No speeding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195 2014-06-11   오전 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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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fuu ia:dkhg we;=,a ùu ;ykï'

 •  손대면 안 돼요. w; ;eîfuka j<lskak'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wkjir ia:dk j,ska mdr udre ùu ;ykï'

 •  이곳에 차를 세우면 안 돼요. 

  fuu ia:dkfha jdyk keje;aùu ;ykï'

금연
ÿï îu ;ykï

음식물 반입 금지
lEu îu /f.k hdu 

;ykï

휴대전화 사용 금지
cx.u ÿrl:k 

Ndú;h ;ykï

사진 촬영 금지
PdhdrEm .ekSu ;ykï

실내 정숙
ksYaYío l,dmh

출입 금지
we;=,aùu ;ykï

접근 금지
w; ;eîu ;ykï

무단 횡단 금지
fkdie,ls,af,kaa mdr udre  

ùu ;ykï

주차 금지
jdyk keje;aùu ;ykï

과속 금지
fõ.fhka hdu ;ykï

19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면 안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으)면 안 되다’.

1)  안에 .

2)  공연장 안에서 .

3)  극장 안에서 .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⑤     ㉤

음식물 반입 금지

주차 금지

금연

접근 금지 

실내 정숙

보기 들어가다                                 사진을 찍다                                 통화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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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면 안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으)면 안 되다’.

1)  안에 .

2)  공연장 안에서 .

3)  극장 안에서 .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⑤     ㉤

음식물 반입 금지

주차 금지

금연

접근 금지 

실내 정숙

보기 들어가다                                 사진을 찍다                                 통화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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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반입 금지 ㉢ 금연㉡ 주차 금지 ㉣ 접근 금지 ㉤ 실내 정숙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mska;=r foi n,ñka .e,fmk fhÿu yd hd lrkak'

① ③② ④ ⑤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1  jpk ud,dj 1 금지 ;ykï

my; ix{d j,ska fmkajd fokafka fudkjdo@ l=ula lsÍfuka je<lsh hq;=o 

hkak oek .ksuqo@

by; oS we;s jpk fkdn,d m%Yak j,g ms,s;=re imhkak'



260  22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22 fkdie,ls,af,ka jerÈ ia:dkhlska mdr udreùu fkdl< hq;=h  261

l%shd mohlg iïnkaO ù fkdl< hq;= fohla fyda iSudjla meyeÈ,s lrhs'

자음(jH[ack) → -으면 안 되다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면 안 되다

찍다 → 찍으면 안 되다
하다 → 하면 안 되다

열다 → 열면 안 되다

· 가: 이곳은 주차 금지예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fu;k jdyk keje;aùu ;ykï' fu;k jdyk kj;ajkak neye' 

  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kf.k ysáfha kE' iudfjkak'

· 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fu;k PdhdrEm .;a;g lula keoao@

  나: 아니요,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neye' fl!;=ld.drh ;=< PdhdrEm .kak neye'

정답  1) 들어가면 안 돼요    2)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3) 통화를 하면 안 돼요

보기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면 안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2)

3)

안에(안으로)                                                                  .

공연장 안에서                                                                .

극장 안에서                                                                   .

들어가다   사진을 찍다   통화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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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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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a;ek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으)면 안 되다’ Ndú;d lrñka jdlH iïmQ¾K 

lrkak'

문법 1  jHdlrK 1 -(으)면 안 되다 G22-1

대조적 정보 fjk;a f;dr;=re

isxy, NdIdfõ z;ykïZ hkak m%ldY lsÍfï§ úOdkd¾:h yÕjk jdlH fhdod .efkk 

kuq;a fldrshdkq NdIdfõ z;ykïZ hkak m%ldY lssÍug m%ldYkd¾: yÕjk jdlH o 

fhdod.; yelsh' fuúg ‘안 돼요’ jdlH rgdj nyq,j fhdod.kq ,efí'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fu;k ÿïmdkh lrkak tmd'

‘-(으)면 안 되다’ ms<sn|j wjfndaOhla ,enqjdo@ tfiakï jvd;a .e,fmk jpkh f;dard 

j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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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nia kej;=ïmf,a§ ÿï mdkh l< yelso@

2.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ÿï mdkh fkdl, hq;= ia:dkhl ÿï mdkh l,fyd;a l=ula l< hq;=o@

지훈 리한 씨,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rsydka uy;auhd" niakej;=fï isg ÿï  

fndkak neye'

리한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msg;§;a ÿï fndkak neßo@

지훈 네, 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돼요.
  Tõ" nia kej;=u ÿï îu ;ykï l,dmhla  

ksid ÿï îfuka ov f.jkak isÿ fõú'

리한 아, 그래요? 몰랐어요.
 wd" we;a;uo@ oekka ysáfha keye'

지훈 리한 씨, 저 때문에 5만원을 벌었으니까 
 밥 사세요.
  rsydka uy;auhd" uu ksid fjdka 50000la b;sß jqk 

ksid rd;%S lEu wrka fokak'

리한 에이, 왜 그래요? 하하하.
 wd" wehs ta@ yya yya yd'

-아야/어야 되다 

wksjd¾hhfhka l< hq;= hehs 

yeÕùug fhdod .kshs' 

·  내일은 일찍 회사에 가야 

돼요.

   fyg fj,dikska /lshdjg 

hd hq;=h'

·  극장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꺼야 돼요. 

   Ñ;%mg Yd,dj ;=, ÿrl;kh 

úikaê l< hq;=hs'

때문에 
bÈßmi we;s wjia:dj miqmi 
wjia:dj isÿùu i|yd jk 
fya;=j f,i fmkakqï lrkq 
,nhs'

· 눈 때문에 길이 너무 미끄
러워요.

   ysu ksid mdr ,siaik iq¨hs'

· 감기 때문에 회사에 결근했
어요.

  fyïìßiaidj fya;=fjka /
lshdjg hdug fkdyels úh' 

정답   1. 아니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2. 벌금을 내야 돼요.

대화 2  ixjdoh 2
Track 71

my; we;af;a nia kej;=ïmf,a§ Ôyqka iy ßydka w;r we;sjQ fonihs' ÿï 

mdkh lrk ßydka yg Ôyqka úiska l=ula mjihs o@ m<uqj my; fonig ijka 

§ ßydka iy Ôyqka f,i foni wkq.ukh lr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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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2과_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199

연습 2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보기 담배를 피우다            새치기를 하다              쓰레기를 버리다              침을 뱉다

2. 다음을 알맞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Match an expression to another to complete the sentences.

① 이곳은 사진 촬영 금지니까     ㉠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② 건물 안에서는 금연이니까     ㉡ 전화를 하면 안 돼요.

③ 극장 안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니까     ㉢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4)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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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하면 안 되는 행동 Behaviors you must not do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하여 이유나 판단의 근거임을 나타낸다. 

(※ 명사일 때는 ‘-(이)니까’를 사용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니까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니까

1) 가: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나: 아니요. 여기는 금연이니까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 

2) 가: 버스를 타고 갈까요?  

    나: 지금은 차가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요.  

3) 가: 오늘 참 날씨가 맑네요.    

    나: 네,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가고 싶어요. 

문법 2 -(으)니까 

-(으)니까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s used for causal relations. 
It expresses a cause or a reason for an 
action that follows. As for nouns, 
a noun is followed by -(이)니까.
When the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니까 is used.
When the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니까 is added.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버리다 쓰레기를 버리다 침을 뱉다
 to smoke to throw away cigarette butts to throw away trash to spit

뛰어다니다 떠들다 새치기를 하다 자리를 차지하다
to run around to make noise to cut in line to take space

다리를 벌려서 앉다 손대다
to sit with one’s legs wide open to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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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다
ÿï fndkjd

담배꽁초를 버리다
is.rÜ ms,ag¾ ^fldg&  

úis lrkjd

쓰레기를 버리다
l=Kq úis lrkjd

침을 뱉다
fl, .i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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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다니다
tfya fufya Èj hkjd

떠들다
Yío lrkjd

새치기를 하다
fmda<su mkskjd$ 

;,a¨ lrkjd

자리를 차지하다
wdik fjkalr .kakjd

다리를 벌려서 앉다
ll=,a úysÿjd jdä fjkjd

손대다
w,a,kjd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n,d Bg .e,fmk jpkh fldgqfjkaa f;dard ,shkak '

담배를 피우다  새치기를 하다  쓰레기를 버리다  침을 뱉다

정답   1) 새치기를 하다   2) 담배를 피우다   3) 쓰레기를 버리다   4) 침을 뱉다

어휘 2  jpk ud,dj 2 하면 안 되는 행동	fkdl< hq;= l%shdjka

fmdÿ ia:dk j,§ fkdl,hq;= oE fudkjd 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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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l fyda l%shd úfYaIK mohlg iïnkaO ù bosrsfhka we;s wka;¾.;h miqmi 

wka;¾.;hg fya;=j fjkjd hkak olajkak fhdod .efka' m%Odk jYfhka ‘-(으)세요’, ‘-(으)

ㄹ까요?’, ‘-(으)ㄹ래요?’, ‘-(으)ㅂ시다’ iu. fhdod.kS'

·지금은 차가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ka mdr ;ono ksid Wux ÿïßfhka hkak'

· 날씨가 좋으니까 밖으로 나갈까요? ld,.=Kh fyd| ksid t<shg huqo@

· 내일은 주말이니까 같이 영화를 봅시다. fyg i;swka;h ksid tlg Ñ;%mghla krUuq'

2. 다음을 알맞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① 이곳은 사진 촬영 금지니까  ㉠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② 건물 안에서는 금연이니까  ㉡ 전화를 하면 안 돼요.

③ 극장 안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니까  ㉢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my; .e<fmk m%ldY hd lr jdlHh ks¾udKh lrkak'

정답    ① ㉢    ② ㉠    ③ ㉡

문법 2  jHdlrK 2 -(으)니까 G22-2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ta ld,h we;=,; fyd¢ka isáhd o@

가:   투안 씨 오랜만이네요. 고향에 잘 다녀왔어요?  
;=jdkaa uy;d f.dv ld,hlg miqjfka yuqjQfha' mßiaiug .ug .syska wdjo@ 

나: 네, 과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Tõ l<uKdldr;=uks' ta ld,h we;=,; fyd¢ka isáhd o@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니까’ iy ‘-아서/어서’

‘-(으)니까’ iy ‘-아서/어서’ fya;=jla ms<sìUq jk wjia:d j,§ Ndú;d lrhs' ‘-(으)니까’ iuÕ 

jdlH wjidk iajrEmhkays iSudjka fkdue;s fõ' kuq;a ‘-아서/어서’ iuÕ fhdckd lSrSfï 

fyda wKoSfï jdlH wjidkhka meñKsh fkdyelsh' tfukau ‘-(으)니까’	hkafkys ‘-았/었-’ 

iïnkaO l, yels kuq;a ‘-아서/어서’ iïnkaO l, fkdyel'

·더우니까 창문을 여세요.(O) 더워서 창문을 여세요.(X)

·배가 아팠어서 병원에 갔어요.(X) 

‘-(으)니까’ wjfndaO jqKd o@ tfyukï my; we;s jpk .,md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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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l;d lr,d n,kak'

가: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돼요. 

 mqia;ld,fha Yío lsÍfuka j,lskak'

나: 죄송합니다. 

 iudfjkak'

떠들다
Yío lrkjd

20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1.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a conversation as follows.

보기

도서관

가: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돼요. 

나: 죄송합니다. 

1)   2)

3)   4)

병원

공연장

미술관

식당

큰 소리로 

전화하다

떠들다

사진을 

찍다

그림에 

손대다 

담배를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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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mqia;ld,h

20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1.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a conversation as follows.

보기

도서관

가: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돼요. 

나: 죄송합니다. 

1)   2)

3)   4)

병원

공연장

미술관

식당

큰 소리로 

전화하다

떠들다

사진을 

찍다

그림에 

손대다 

담배를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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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전화하다
Wia yvskA 

flda,a lrkjd

사진을 찍다
mska;+r .kakjd

그림에 손대다
Ñ;%h w,a,kjd

담배를 피우다
is.rÜ fndkjd

병원 frday,

공연장 Widúh

미술관 fl!;=ld.drh$lgqf.h

식당 wdmk Yd,dj

1) 

3) 

2) 

4) 

정답   1) 가: 병원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면 안 돼요.  2) 가: 미술관에서 그림에 손대면 안 돼요.

  나: 죄송합니다.  나: 죄송합니다.

 3) 가: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4) 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나: 죄송합니다.  나: 죄송합니다. 

정답   1. 떠들면   2. 미술관   3. 담배

활동  l%shdldrlï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ysia ;ekg iqÿiq jpkh ,shkak ' 

1. 도서관에서    안 돼요. mqia;ld,h we;=,; Yío fkdlrkak'

2.   에서 그림에 손대면 안 돼요. fl!;=ld.drh we;=,; we;s oE we,a,Sfuka j,lskak' 

3. 식당에서  를 피우면 안 돼요. wdmkYd,dj ;=, ÿï mdkh fkd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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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표지판  fmdÿ ia:dk j, ix{d mqjre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위와 같은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는 좌석은 노약

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

다. 만약 사람이 없어서 잠깐 앉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fldßhdfõ Wux ÿïßh iy nia j, by; wdldrfha ix{d mqjre olskak mq¿jka' fï jf.a ix{d mqjre ;sfhk 

ia:dk j, wdndê; iy jeäuy,q  wh" .eìKs ujqjre iy l=vd orejka jeks wh i|yd wdik fjkalr we;s 

ksid tjeks msrsia i|yd fuu wdik ysiaj ;eìh hq;=h' ñksiqka fkdue;s fj,djg állg jdä jqjo by; 

i|yka msrsia ÿgqjfyd;a Tjqkg tu wdikh Èh hq;=h'

노약자석 ÿ¾j, whg fjka l, wdik

화장실
jeisls,sh$úfõl ldurh

공중전화
fmdÿ ÿrl:kh

주차장
jdyk kej;=u

비상구
yÈis msgùu

지하철역
Wuxÿïßh iafÜIu

기차역
ÿïßh iafÜIu

택시 정류장
gelais kej;=u

버스 정류장
nia kej;=u

엘리베이터
fidamdkh$t,sfõgrh

에스컬레이터
úÿ,s mäfm,

자동차 전용
jdyk hk ud¾.h

자전거 전용
nhsisl,a hk ud¾.h

정답   1. 전용  2. 비상구  3. 노약자석 

정보  f;dr;=re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ysia ;ekg iqÿiq jpkh ,shkak ' 

1. ‘자전거  ’ 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mdmeÈ ud¾.h mdmeÈ  i|yd muKla fjkalr we;'

2.     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출입구입니다.      
 yÈis msgùfï fodrgqj yÈis wjia:d j,§ muKla Ndú;d lrk msgùfï fodrgqjhs'

3.      은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jeäysáhka iy wdndê;hka i|yd Wuxÿïßfha iy niar:h ;=, wdik fjkalr we;'

내용 확인  w¾:h ;yjqre lS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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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u ixjdohlg ijka§ m%Yak follg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fï fldfyo@ 

 ① 공연장  ② 도서관

 ③ 미술관  ④ 지하철

5.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Tn ijka ÿka wka;¾.;h yd fjkia foa f;darkak'

 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②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③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④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2.

3.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ï mqoa.,hd fudkjo lrñk isákafka@

①  ②  ③  ④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ï mqoa.,hd fudkjo lrñka isákafkaa@

①  ②  ③  ④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fï mqoa.,hd fudkjo lrñka isákafkaa@

①  ②  ③  ④

Track 72

20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공연장     ② 도서관  

③ 미술관  ④ 지하철 

5.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②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③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④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Track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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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my; oelafjkafka fyd|ska ijka § .e,fmk ms<s;=r f;dark m%Yak fõ' fuu 

ia:dkh fldfyao l=uk wdldrfha ls%hdjka lsÍfuka je,lsh hq;=o hkak fyd¢ka 

Y%jkh lr n,kak'

my; we;af;a mska;+rh n,d mska;+rfha isák ñksid l=ula lrñka isákjdo hkak 

f;drk m%Yak fõ' Y%jKh lsÍug m%:u mska;+rh fyd¢ka wOHkh lr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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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u;aøjHh fndñka isákjd'

 ② 남: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ÿï mdkh lrñka isákjd'

   ③ 남: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jdykh kj;ajñka ^md¾la& isákjd'

   ④ 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mdr udre fjñka isákjd' 

2. ① 여: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ÿrl:k weu;=ula .ksñka isákjd'

   ② 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PdhdrEm .ksñka isákjd'

   ③ 여: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Yíok.d lE .iñka isákjd'

   ④ 여: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l=Kq úis lrñka isákjd.

3. ① 남: 침을 뱉고 있습니다. fl, .iñka isákjd'

   ② 남: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Wuxÿïßfha hñka isákjd'

   ③ 남: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wka whg ndOdjk whqßka fmda,sï mek bÈßhg hñka isákjd'

   ④ 남: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Yíok.d lE .iñka isákjd'

4-5. 여:  저희 고려극장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극장 안에서는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 금지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들에

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mf.a fldßhdkq Ñ;%mg Yd,djg meñKs Tn ieug ia;+;shs' Tn ish,qfokdf.a myiqj i|yd Wmfoia 

lsysmhla ,nd§ug leue;shs' m<uqj" Yd,dj we;=,; j;=r îug yels kuq;a wdydr /f.k taug wjir 

fkdue;' ;jo o¾Yk jdrh w;r;=r PdhdrEm .eksug wjirhla fkdu;s neúka Pdhdrem .ekSfukao 

je<lS isákak' wjidk jYfhka ÿrl:k weu;=ï u.ska wka whg ndOd isÿúh yels neúka ÿrl:k weu;=ï 

,nd.ekSfukao je<lS isákak' tfiakï Tn ieug m%S;su;a o¾Ykjdrhla' i;=;shs'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④   2. ② 

[1~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 ms<s;=r f;darkak'

1.  ① 네, 주차할 줄 알아요. ② 아니요, 주차해도 돼요.     

 ③ 네, 주차할 수 없어요. ④ 아니요, 주차하면 안 돼요.

2.  ① 네, 지금 출입이 안 돼요. ② 아니요, 출입 금지예요.    

 ③ 네,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④ 아니요, 지금 들어가면 돼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22

1. 남: 여기에 주차해도 돼요? fuys jdyk kj;kak yelso@

2. 남: 지금 공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fï fõ,dfõ § l¾udka; Yd,djg we;=,a úh yels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②   2. ④   3. ③  4. ①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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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foi n,d .e,fmk jdlH f;darkak'

1. ① 담배를 팔면 안 됩니다.

② 담배를 사면 안 됩니다.

③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④ 담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2. ① 만지면 안 됩니다.

② 떠들면 안 됩니다.

③ 주차하면 안 됩니다.

④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3. ① 휴대전화를 빌릴 수 있습니다.

② 휴대전화를 고칠 수 있습니다.

③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22과_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203

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담배를 팔면 안 됩니다. 

  ② 담배를 사면 안 됩니다. 

  ③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④ 담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2.  ① 만지면 안 됩니다.  

  ② 떠들면 안 됩니다. 

  ③ 주차하면 안 됩니다. 

  ④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3.  ① 휴대전화를 빌릴 수 있습니다.

  ② 휴대전화를 고칠 수 있습니다.

  ③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도로나 공원에 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를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① 지갑   ② 사진        

③ 자동차  ④ 쓰레기

5.      길에서는 위험하니까 을/를 하면 안 됩니다. 길을 건널 때 갑자기 

차가 와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① 주차  ② 과속

③ 새치기       ④ 무단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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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 2 Sore.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도로나 공원에                            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를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mdrg iy WoHdk j, l=Kq úis fkdlrkak' fmdÿ ia:dk msßisÿj Ndú;d l< hq;=h'

     ① 지갑  ② 사진 ③ 자동차  ④ 쓰레기

5.

 

길에서는 위험하니까                            을/를 하면 안 됩니다. 길을 건널 때 갑자기 차가 와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ud¾.h b;du;a wk;=reodhl neúka wkjir ia:dk j,ska mdrudre fkdlrkak' Tn mdr udrejk 

úg wêl fõ.fhka meñfKk r:hl .eà wk;=re úh yel'

     ① 주차  ② 과속 ③ 새치기  ④ 무단 횡단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④   5. ④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 isg 3 olajd we;af;a ix{d wOHkh lr l=uk woyila ms<sìUq lrkafkao hkak 

f;dark m%Yak fõ' by; bf.k .;a jpk wdj¾ckh lrñka ms<s;=re imhkak'

my; oelafjkafka ysia;ekg iqÿiq jpk f;dArkak ;sfnk m%Yak fõ' bf.k.;a  

jpk kej; wdj¾ckh lr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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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Bg .e,fmk jdlH f;darkak'

1.  

① 비상구 ② 공중전화

  ③ 지하철역   ④ 엘리베이터

2.  

① 손대면 안 돼요. ② 길을 건너면 안 돼요.  

  ③ 이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④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3~4]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3.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어도 안 됩

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nia kej;=ïfmdf<ys ÿï îu fkdl, hq;=h' ;jo l=Kq oeóu fyda fl, .eiSfuka je,lS isáh 

hq;=h' ñksiqka úYd, m%udKhla Ndú;d lrk ia:dkhla neúka msßisÿj Ndú;d l< hq;=h'

 ① 금연 장소 안내  ② 버스 노선 안내

 ③ 대중교통 이용 안내  ④ 공공장소 이용 안내

4.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야 안전합니다. 차가 오지 않을 때에도 무단 횡

단을 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로 건널 때에도 차가 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mdr udre ùfï § wksj¾hfhkau mdr udreùug we;s iqÿbr muKla Ndú;d l< hq;=h' r:jdyk 

fkdue;s ia:dkhla jqjo wkjir ia:dk j,ska mdrudre fkdjkak' mdrudre ùug ;sfnk 

iqÿbr wi, § jqjo jdyk meñfKkjdo hkak fydÈka mÍlaId l< hq;=h'

 ① 교통사고 안내  ② 무단 횡단 벌금

 ③ 횡단보도 이용  ④ 도로 상황 안내

확장 연습 jeäÿr wNHdi

   22과_무단 횡단을 하면 안 돼요   195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가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면 안 되다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면 안 되다

1) 가: 이곳은 주차 금지예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   

    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2) 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나: 아니요.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어휘 1 금지 Prohibition

문법 1 -(으)면 안 되다 

-(으)면 안 되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prohibition of an action or 
refusal of permission.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consonant, ㄹ, -면 안 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면 안 되다 is added.

금연 음식물 반입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진 촬영 금지
No smoking No food or drink allowed No cell phone No photography

실내 정숙 출입 금지 접근 금지 무단 횡단 금지
Quiet zone No trespassing No approach No jaywalking

주차 금지 과속 금지
No parking No sp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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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y,alsrSï f,i fhfok jH[ack fndfyduhla we;;a fï w;rska 

WÉpdrKh lrk Yío 7 la muKla fõ' uDÿ ;,af,ka WÉpdrKh yg .kakd ‘ㄱ[k], ‘ㄲ[k’],  

‘ㅋ[kh]’ wd§ ish,a,u jd;h msg;g fkdhk ‘윽’ [ㄱ] f,i WÉpdrKh lrhs'

(1) 책, 국, 막, 가족, 학교 (2) 밖, 창밖, 낚시, 부엌          

(3) 책 주세요.  (4) 국 더 주세요.

발음 WÉpdrKh P09

정답   1.①   2. ④   3. ④  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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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f.!rjdkaú; NdIdfjka l:d lsÍu $ Wmfoia 

,nd§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시–, –아야/어야 되다/하다

□ jpk Ndú;h ioyd Wmfoia  f.!rjd¾: jpk" Ôúk idrO¾u 

□ ixialD;sl f;dr;=re	 fldßhdkqjkag jhi hkq@

리한 지훈 씨, 제가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른이 계시는 집에 처음 가는 거라서 좀 걱정돼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ðyqka uy;auhd" ug fldßhka hy¿jdf.a f.org 

wdrdOkdjla ,enqkd" jeäysáhka bkak f.org uq,skau 

hk ksid is; fmdâvla fkdikaiqka'  

ta ksid wy,d oek .kak foaj,a álla ;shkjd'

지훈 어떤 게 알고 싶어요?
 fudkjf.a foaj,o oek .kak leu;s@

리한 어른들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jeäysáhkag fudkjf.a ;E.a.la §uo fydo@ 

지훈 보통 과일이나 음료수를 많이 선물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물어보고 사 가세요.  

 그리고 선물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드리세요.
  idudkHfhka m<;=re iy îu j¾. f.dvla ;E.s f,i 

fokjd' kuq;a jeäysáhka leu;s foaj,a wy,d oekf.k 

ñ<§f.k hkak' ta jf.au ;E.s §fï§ w;a folskau fokak'

리한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Tõ" f;areKd" ia;+;shs'

-(으)ㄴ 

úfYaIK mohla kdu mohla úia;r 

lsrSfïoS kdu úfYaIKhl ld¾hh 

lrk m%;Hhs'

·  고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예요?
   Tfí rfÜ ^,xldfõ& jeäfhkau 

m%isoaO wdydrh l=ula o@

·좋은 카메라를 샀네요.

   fyd| leurdjla ñ< § f.k 

;sfnkjdfka'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jeäysáhkag NdKavhla ,nd §fï§ w;a folskau w,a,d Èh hq;=h

1. 어른들께 보통 어떤 선물을 많이 해요? 
 jeäysáhka i|yd idudkHfhka l=uk wdldrfha ;E.s ,nd fokafka o@

2. 어른들께 선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jeäysá wh i|yd ;E.s msßkeófï § l=uk wdldrhg msßkukafka o@

정답   1. 과일이나 음료수를 많이 선물해요.    2. 두 손으로 드려요.

대화 1  ixjdoh 1
Track 73

ßydkag fldßhka hy¨fjl=f.a f.org wdrdOkdjla ,eìks' tuksid Ôyqkaf.ka 

;uka fkdokakd lrekq ms<sn|j úuiñka isáhss' fuu ixjdohg fojrla ijka §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는   

l%shdmohla kdu mohla úia;r lsrSfïoS 

ls%hd úfYaIKhl ld¾hh lrk m%;Hhs'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예요.
 uu leu;s wdydrh lsïÑ fõ'

·나는 잘 웃는 사람이 좋아요.
  uu fyd¢ka iskyfjk whg  

leu;shs'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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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문장의 주어를 존대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명사일 때는 ‘-(이)시-’를 사용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시- 

(※ ‘ㄹ’ 받침일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살다 → 사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시-

1)  가: 사장님 지금 계세요?     

 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2) 가: 타타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나: 아니요, 키가 작으세요.  

3) 가: 투안 씨, 이 옷 새로 샀어요?

 나: 아니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 주셨어요. 

어휘 1 어휘 높임 Lexicon honorifi cs

문법 1 -(으)시-

-(으)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ndicates to respec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시- is 
used for a noun.)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시- is added.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시- is added.

계시다 잡수시다/드시다 주무시다 말씀하시다
to stay to eat to sleep to say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댁
sick to pass away to give house

성함 연세
nam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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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다 (있다)

bkakjd

잡수시다/드시다 (먹다)

lkjd $ wkqNj lrkjd

주무시다 (자다)

ksod.kakjd 

말씀하시다 (말하다)

l;d lr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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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문장의 주어를 존대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명사일 때는 ‘-(이)시-’를 사용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시- 

(※ ‘ㄹ’ 받침일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살다 → 사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시-

1)  가: 사장님 지금 계세요?     

 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2) 가: 타타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나: 아니요, 키가 작으세요.  

3) 가: 투안 씨, 이 옷 새로 샀어요?

 나: 아니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 주셨어요. 

어휘 1 어휘 높임 Lexicon honorifi cs

문법 1 -(으)시-

-(으)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ndicates to respec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시- is 
used for a noun.)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시- is added.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시- is added.

계시다 잡수시다/드시다 주무시다 말씀하시다
to stay to eat to sleep to say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댁
sick to pass away to give house

성함 연세
nam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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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찮으시다 (아프다)

wikSmhs 

드리다 (주다) 

fokjd 

돌아가시다 (죽다) 

uefrkjd $ wNjm%dma; 

fj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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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문장의 주어를 존대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명사일 때는 ‘-(이)시-’를 사용한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시- 

(※ ‘ㄹ’ 받침일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살다 → 사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시-

1)  가: 사장님 지금 계세요?     

 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2) 가: 타타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나: 아니요, 키가 작으세요.  

3) 가: 투안 씨, 이 옷 새로 샀어요?

 나: 아니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 주셨어요. 

어휘 1 어휘 높임 Lexicon honorifi cs

문법 1 -(으)시-

-(으)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ndicates to respec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시- is 
used for a noun.)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시- is added.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시- is added.

계시다 잡수시다/드시다 주무시다 말씀하시다
to stay to eat to sleep to say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댁
sick to pass away to give house

성함 연세
nam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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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시- 

(※ ‘ㄹ’ 받침일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살다 → 사세요)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시-

1)  가: 사장님 지금 계세요?     

 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2) 가: 타타 씨의 아버지는 키가 크세요?  

 나: 아니요, 키가 작으세요.  

3) 가: 투안 씨, 이 옷 새로 샀어요?

 나: 아니요,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 주셨어요. 

어휘 1 어휘 높임 Lexicon honorifi cs

문법 1 -(으)시-

-(으)시-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ndicates to respec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이)시- is 
used for a noun.)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시- is added.
When a stem o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시- is added.

계시다 잡수시다/드시다 주무시다 말씀하시다
to stay to eat to sleep to say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댁
sick to pass away to give house

성함 연세
nam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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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 (집) 
f.or 

성함 (이름)

ku 

연세 (나이)

jhi

ysia;ekg .e<fmk m%ldY WodyrK fldgiska f;dard ixjdoh iïmQ¾K lrkak'

1.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sh i;s wka;fha fudlo lf<a@

 나: 할머니                        에 다녀왔어요.

2)  가: 사장님 좀 바꿔 주세요. m%Odkshdg ÿrl;k weu;=u álla udre lr,d fokak'

 나: 지금 사무실에 안                        . 잠깐 나가셨어요.

3)  가: 가족이 어떻게 돼요? mjqf,a wh fldfyduo@

 나: 어머니하고 동생, 저, 3명이에요. 아버지는 3년 전에                        .

4)  가: 할머니,                        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 75살이에요. wjqreÿ 75la fjkjd'

5)  가: 여기 얼마예요? fïl lShla fjkjo@

 나: 맛있게                        ? 비빔밥하고 김치찌개니까 만 원이에요.

보기
연세

돌아가시다

드시다

댁

계시다

정답   1) 댁   2) 계세요   3) 돌아가셨어요   4) 연세   5) 드셨어요

•할머니는 어제부터 편찮으세요. 
   wd;a;ïud Bfha isg wikSmj 

isáhs'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iShd iji wNjm%dma; úh'

• 저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려요.

   uu iShdg ;E.hla msßkukjd'

•할아버지는 댁에 계세요.

   iShd ksjfiys isáhss'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iShdf.a ku l=ula o@

•가: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iShdf.a jhi lSho@

 나: 여든 살이세요.

 wjqreÿ wiQjls'

어휘 1  jpk ud,dj 1 어휘 높임 f.!rjd¾: jpk

fldßhdfõ § jeäysáhka wduka;%Kh lsÍu i|yd f.!rjfldg l;d lrk 

NdId l%uhla Ndú;d lrkq ,nhs' l=uk wdldrfha m%ldYhka Ndú; jkafka oehs 

úuid n,uq o@

by; jpk fkdn,d my;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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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 mohlg fyda úfYaIK mohlg iïnkaO lr jdlHhl l;D moh f.!rjh ,eìh hq;= 

mqoa.,fhl= hkak oelaùug fhdod .efka'

자음(jH[ack) → -으시-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시-

읽다 → 읽으시다

좋다 → 좋으시다

가다   → 가시다

바쁘다 → 바쁘시다

살다   → 사시다

· 선생님은 지금 무슨 책을 읽으세요? .=re;=ud ±ka fudkjf.a fmd;lao lshjkafka@

· 사장님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세요. iud.ï m%Odkshd yeuodu Wfoag jHdhdu lrkjd'

· 부모님은 베트남에 사세요. foudmshka úhÜkdufha Ôj;a fj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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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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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사세요   2) 나가셨어요   3) 받으세요

문법 1  jHdlrK 1 -(으)시- G23-1 

대조적 정보 fjk;a f;dr;=re

jdÑl isxy, NdIdfjys f.!rjd¾:h yÕjk m%ldYkhka nyq,j Ndjs;d fkdlrk 

w;r ,sÅ; NdIdfjys f.!rjd¾:h yÕjk kdu $ l%shd mo muKla fhdod .efka' ku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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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wdÉÑ rEmjdysksh n,kjd'

‘-(으)시-’ ms<sn| wjfndaO jQjdo@ tfiakï my; bßwe¢ fldgi f.!rjd¾: NdId 

iajrEmhg yrj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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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엉 아딧 씨,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wÈ;a uy;auhd" fldßhdfõ wdydr .kakd úg n;a 

n÷k w;ska w,a,df.k lEu lkAfka keye'

아딧 아, 그래요? 몰랐어요.
 wd tfyuo@ oekka ysáfha keye'

흐엉 한국에서는 식탁에 밥그릇을 놓고 

 먹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잘 몰라서 고생했어요. 
  fldßhdfõ lEu fïifha n;a n÷k ;nd wdydr 

.kak ´fka' uu;a uq,skau fldßhdfõ lEu 

lkfldg wdpdr úê yßyeá okafka ke;s ksid 

wmyiq;djhg m;ajqKd'

아딧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uu ;ju;a fydogu okafka keye' 

fldßhdfõ wdyr .kakd úg ms<smeosh hq;= wdpdr  

úê álla lsh,d fokak'

흐엉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
   n;a §isfha yekao .eiSu fkdl< hq;=hs' 

ta jf.au n;a lk úg§ Yío lrkak tmd'

-지 마세요   

wka wfhl=g hula lsÍu ;ykï 

hehs lSug Ndú;d lrkq ,nhs' 

· 일할 때 음식을 먹지  
마세요.

  jev lrñka isáh§ wdydr 

fkd.kak' 

·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fuys ÿï mdkh fkdlrkak'

아직(도) ;ju;a 

·가: 일을 다 끝냈어요?  
    jev Tlafldu wjika o@

 나:  아니요, 아직 다 못 했어요. 
    keye" ;ju;a Tlafldu 

wjika lrkak ners jQKd' 

·  저는 아직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ug ;ju;a fldßhka NdIdj 
fyd¢ka l;d lrkak neye'

1.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무엇을 하면 안 돼요? 
   fldßhdfõ§ wdydr .kakd úg fkdl, hq;=oE fudkjd o@

2. 한국의 식사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fldßhdfõ wdydr .ekSfï § ms<meÈh hq;= wdpdr úê fudkjd o@ 

정답   1.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2.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대화 2  ixjdoh 2
Track 74

yTx úiska wÈ;a yg fldßhdfõ we;s wdydr .ekSfï§ wkq.ukh l<hq;= wdpdr 

úê ms<sn| lshd foñka isáhs' fldßhdj ;=, wdydr .ekSfï § wkq.ukh l<hq;= 

mqreÿ fudkjd o@ m<uqj ixjdohg fojrla ijka fokak'

fujr yTx iy wÈ;aaf.a pß; fnodf.k ixjdoh wkq.ukh lrkak' fyd¢ka 

ijka § wkq.ukh l<do@ tfiakï my; m%Yak i|yd ms<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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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안 되는 행동 fkdl, hq;=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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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생활 예절 Everyday manners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야 되다/하다 

‘ㅏ, ㅗ’가 아닐 때: -어야 되다/하다 

‘하다’일 때: -해야 되다/하다 

1) 가: 한국인 집에 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나: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2) 가: 한국에서 어른께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나: 어른께는 물건을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문법 2 -아야/어야 되다/하다

-아야/어야 되다/하다 attached to a 
verb, expresses the idea of obligation 
or necessity.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ㅏ or ㅗ, 
-아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어야 되다/하다 is added.
If a verb ends in the 하다 verb, -해야 
되다/하다 is used.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다리를 떨다 다리를 꼬고 앉다
to wear shoes inside the house to use one hand to give to shake one’s leg to cross one’s leg while sitting

밥에 숟가락을 꽂다 밥그릇을 들고 먹다 소리를 크게 내다 
to put the spoon in a rice bowl to hold a rice bowl to eat to make noise

고개를 돌리다 허리를 숙이다 자리를 양보하다
to turn (slightly) away 

(one’s body)
to bend one’s waist to off er one’s seat to 

some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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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im;a;= odf.k 

we;=,a fjkjd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ks w;ska NdKav 

fokjd

다리를 떨다

ll=, moaokjd

다리를 꼬고 앉다

ll=,la u; ll=,laa 

oud jdä fj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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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숟가락을 꽂다

n;a §isfha yekao 

.ikjd

밥그릇을 들고 먹다

n;a §ish w;g 

wrka lEu

소리를 크게 내다

Yíoh msgjk fia 

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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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행동  ms<sme¢h hq;= l%shdldrlï

고개를 돌리다

T,qj me;a;g yerùu

허리를 숙이다

bfkka bosßhg keóu

자리를 양보하다

wdikh msßkeóu

①    ㉠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②     ㉡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③     ㉢ 어른께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리면 안 돼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23과_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209

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어른 앞에서 다리를 떨면 안 돼요. 

②     ㉡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③     ㉢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④     ㉣ 어른께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리면 안 돼요. 

⑤     ㉤ 식사할 때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2. 그림을 보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어른께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나: .                        

 ① 허리를 숙여야 해요         

 ② 손을 들고 인사해야 해요  

2)    가: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나: .                            

 ① 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②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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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 n,d .e,fmk jpkh iïnkaO lrkak'

정답   ① ㉢   ② ㉡   ③ ㉠

어휘 2  jpk ud,dj 2 생활 예절	Ôjk wdpdr úê

tÈfkod wdpdr úê w;r l=uk oE ;sfíoehs úuid n,uq'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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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ohlg iïnkaO ù jdlHhl l¾;D wksjd¾hfhkau l< hq;= ld¾hhla ms<sìUq lrhs' 

;jo tfia úh hq;= nj meyeÈ,s lsÍfï ld¾hho lrhs' fuys§ ‘되다^njg m;a fjkjd'&’ iy ‘하

다 ^lrkjd&’ hkak tlu w¾:hlska fhfoa'

· 한국인 집을 방문할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fldßhdkq cd;slhka wuq;a;kaf.a ksjig we;=,ajk úg mdjyka .,jd we;=,a úh hq;=hs' 

·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jeäysáhkag fow;aj,ska NdKav msßkeñh hq;=hs' 

· 지하철 안에서는 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Wux ÿïßh ;=<§ jeäysáhkag wdik msßkeñh hq;=hs'

1.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 

2.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는                                 . 

3. 지하철을 탈 때는                                           . 

줄을 서다    휴대전화를 끄다    두 손으로 드리다

정답     1. 휴대전화를 꺼야 해요  

2. 두 손으로 드려야 해요   

3. 줄을 서야 해요

1)

 

가:  어른께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jeäysáhkag wdpdr lrk úg flfiao l< hq;af;a@ 

나:                                                                    . 

 ① 허리를 숙여야 해요 ② 손을 들고 인사해야 해요

2)

 

가: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Wuxÿïßh ;=,oS fldfyduo yeisrsh hq;af;a@

나:                                                                    . 

 ① 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②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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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어른 앞에서 다리를 떨면 안 돼요. 

②     ㉡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③     ㉢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④     ㉣ 어른께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리면 안 돼요. 

⑤     ㉤ 식사할 때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2. 그림을 보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어른께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나: .                        

 ① 허리를 숙여야 해요         

 ② 손을 들고 인사해야 해요  

2)    가: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나: .                            

 ① 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②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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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어른 앞에서 다리를 떨면 안 돼요. 

②     ㉡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③     ㉢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④     ㉣ 어른께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리면 안 돼요. 

⑤     ㉤ 식사할 때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

2. 그림을 보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어른께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나: .                        

 ① 허리를 숙여야 해요         

 ② 손을 들고 인사해야 해요  

2)    가: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나: .                            

 ① 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②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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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mska;+r n,d .e<fmk m%ldY f;darkak'

정답   1) ①    2) ①

문법 2  jHdlrK 2 -아야/어야 되다/하다 G23-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아야/어야 되다/하다’ iy ‘-(으)면 안 되다’

‘-아야/어야 되다/하다’ hkak wksjd¾hfhka l, hq;== fohla m%ldY lsÍfu§ Ndú;d lrk w;r 

‘-(으)면 안 되다’ hï ls%hdjla fkdl< hq;=hs $ ;ykï hehs lSug Ndú;d lrhs'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아야/어야 되다/하다’ wjfndaO jqKd o@ tfiakï mska;+rh n,d my; ixjdohg jvd;a 

.e<fmk jpk f;darkak'

;j álla mdvï lruqo@ mska;+r foi n,d ‘-아야/어야 되다/하다’ Ndú;d lrñka  

jdlH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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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fhka fmkajd oS we;s wdldrhg l;d lr,d n,kak'

21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식탁 위에 놓고 먹어야 돼요. 

1)   2)

3)   4)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밥을 먹을 때

집에 들어갈 때

지하철에서

밥을 먹을 때

두 손으로 

드리다

식탁 위에 

놓고 먹다

조용히 

먹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다

자리를 

양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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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식탁 위에 놓고 먹어야 돼요. 

1)   2)

3)   4)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밥을 먹을 때

집에 들어갈 때

지하철에서

밥을 먹을 때

두 손으로 

드리다

식탁 위에 

놓고 먹다

조용히 

먹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다

자리를 

양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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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으로

드리다

조용히

먹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다

자리를

양보하다

1) 

3) 

2) 

4) 

가: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fldßhdfõ wdydr .kakd úg flfiao l< hq;af;a@

나: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식탁 위에 놓고 먹어야 돼요.   
n;a §ish w;g wrka wdydr .eku fkdl< hq;=h' 
fïih u; ;nd wdydr .; hq;=hs'

식탁 위에

놓고 먹다
wdydr fïih 
Wv ;nd wdy-
drhg .kakjd

밥을 먹을 때 wdydr .kakd úg§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jeäysáhkag NdKavhla ,nd §fï§

w;a folska 

fokjd

ksYaYíoj lkjd

im;a;= .,j,d 

we;=,a fjkjd

wdikh 

msßkukjd

집에 들어갈 때  

f.a we;=,g hk úg 

밥을 먹을 때  
n;a lk úg 

지하철에서  
Wux ÿïßh ;=<§ 

정답  1) 가: 한국에서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리면 안 돼요. 두 손으로 드려야 돼요.

 2) 가: 한국에서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3) 가: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요. 조용히 먹어야 돼요.

 4) 가: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노약자석에 앉으면 안 돼요.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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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에게 나이란?
fldßhdkqjkag ‘jhi’ hkq@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나이를 자주 물어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처음 만

났을 때 나이를 물어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실례되는 행동

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쓰는 등 예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임말을 쓰는 것 말고도 어른 앞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어떤 것

인지 알아볼까요?

fldßhdfõ m<uq j;djg yuqjk ñksiqkaf.kao jhi ks;r úuikq ,efí' úfoaYslhka fldßhdkqjka uq,skau 

yuqfjk úg jhi weiSu ksid mqÿuhg m;ajk wjia:do we;s w;r fldßhdfõ§ jhi wid oek .ekSu iudj .; 

hq;= lreKla fkdfõ' ta wehsoehs lsjfyd;a fldßhfõ§ jhiska jeä whg f.!rjdkaú; NdIdfjka l;d lsÍu 

wkq.ukh l, hq;= neúks' Wiia NdIdfjka l;d lsrSug wu;rj jeäysáhka bÈßfha ms<smeÈh hq;= l%shdjka 

;sfnk w;r tajd fudkjdoehs bf.k .ksuqq@

밥을 먹을 때 lEu lEfï§ 

-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리기 jeäysáhka m<uqj yekao w,a,k ;=re /§ isàu 

-    어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기   
jeäysáhka wdydr wkqNj lr wjika jk ;=re mqgqfjka ke.sàfuka je,lSu

술을 마실 때 u;ameka mdkfha§ 

-  어른께 술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기 jeäysá flfkl=f.ka u;ameka ,enqk úg w;a folskau ,nd .ekSu 

-  어른이 먼저 술을 마신 후에 마시기 jeäysáhka uq,skau u;ameka mdkh l, miqj îu 

-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술 마시기 jeäysáhka bÈßmsg§ me;a;g yeß,d u;ameka îu

물건을 주고받을 때 nvq yqjudre lsÍfï§ 

-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두 손으로 드리기 jeäysáhkag nvq §fï§ w;a folskau §u 

-  어른이 물건을 주실 때 두 손으로 받기 jeäysáhkaf.ka nvq ,nd .ekSfï§ w;a folskau ,nd .ekSu

기타 fjk;a 

-  인사를 할 때는 허리를 숙이기 wdpdr lsÍfï§ bfkka bÈßhg keóu 

-  어른 앞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jeäysáhka bÈßmsg ÿïîfukaa je,lSu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른께 자리 양보하기 
 Wuxÿïßh fyda niar:fha§ jeäysáhkag wdikh msßkeóu

정답    1. 두 손    2. 양보

정보  f;dr;=re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ysia ;ekg iqÿiq jpkh ,shkak ' 

1.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으로 드려야 해요.

 jeäysáhka i|yd hula §fï § oE;ska w,a,d ,ndÈh hq;=h'

2. 지하철에서 어른께 자리를  해야 해요.

 Wux ÿïßh ;=, § jeäysáhkag wdik ,ndÈh hq;=h'

내용 확인  w¾:h ;yjqre lSÍ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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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잘 지냈어요.  ② 책을 읽어요.

 ③ 회사에 다니세요.  ④ 다음 주에 아버지가 오세요.

5.  ① 예순 살입니다.  ② 10월 24일입니다.

 ③ 우리 할머니이십니다.  ④ 저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fyd¢ka ijka§ wka;¾.;h yd iïnkaOhla we;s mska;+rh f;darkak'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Track 75

21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3] 잘 듣고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잘 지냈어요.   ② 책을 읽어요.  

 ③ 회사에 다니세요.  ④ 다음 주에 아버지가 오세요.        

5. ① 예순 살입니다.   ② 10월 24일입니다. 

 ③ 우리 할머니이십니다.  ④ 저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Track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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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 isg 3 olajd we;af;a ixjdohg ijka § ijka ÿka wka;¾.;h yd iïnkaOhla 

we;s mska;+rh f;dark m%Yakh fõ' Y%jKh lsÍug m%:u mska;+r fyd¢ka úuid 

n,kak'

my; oelafjkafka fyd|ska ijka § .e,fmk ms<s;=r f;dark m%Yak fõ' ixjdohg 

ijka §ug fmr m%Yakfha wka;¾.;h  fydÈka úuid n,kak'



23 jeäysáhkag NdKavhla ,nd §fï§ w;a folskau w,a,d Èh hq;=hs  279278  23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드려야 해요

1. 남: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iShd l=ula lrkafka o@

 여: 방에서 주무세요. ldurh ;=, ksokjd'

2. 여: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iShd oeka Ôj;ajkafka fldfyo@ 

   남: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iji wNdjm%dma; úh'

3. 여: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fldßhdfõ § Wux ÿïßh ;=,§ iShd flfkl= fyda wd;a;ïud flfkl= ÿgqúg wdikh ,nd Èh hq;=h'

4. 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mshdf.a /lshdj l=ula o@

5. 남: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iudjkak" Tfí ku l=ula o@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①    2. ③    3. ①   4. ③    5. ④

정답    1. ④   2. ①

[1~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 .e,fmk ms<s;=r f;darkak'

1. ① 김선우입니다. ② 고향에 계세요.    

 ③ 회사에 다니세요. ④ 쉰 다섯 살이세요.

2.  ① 과일을 선물하세요. ② 두 손으로 드리세요.

 ③ 생일에 초대를 받았어요. ④ 어머니가 보내 주셨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23

1. 남: 수미 씨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iqñ uy;añhf.a mshdf.a jhi lSho@

2. 남: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fudk jf.a ;E.a.la ,nd§u iqÿiq fõ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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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할아버지가 편찮으세요.

② 할아버지가 방에 계세요.

③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세요.

④ 할아버지가 비빔밥을 드세요.

2. ① 한국에서는 다리를 떨면 안 됩니다.

② 한국에서는 집에서 바닥에 앉습니다.

③ 한국에서는 밥에 숟가락을 꽂지 않습니다.

④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3. ① 어른께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해야 합니다.

② 어른 앞에서는 조용히 밥을 먹어야 합니다.

③ 어른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됩니다.

④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합니다.

my; mska;=r foi n,d .e,fmk jdlHh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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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할아버지가 편찮으세요. 

  ② 할아버지가 방에 계세요. 

  ③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세요. 

  ④ 할아버지가 비빔밥을 드세요.

2.  ① 한국에서는 다리를 떨면 안 됩니다. 

  ② 한국에서는 집에서 바닥에 앉습니다.

  ③ 한국에서는 밥에 숟가락을 꽂지 않습니다. 

  ④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3.  ① 어른께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해야 합니다. 

  ② 어른 앞에서는 조용히 밥을 먹어야 합니다.

  ③ 어른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됩니다. 

  ④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셔야 합니다.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저희 할머니는 이/가 많으시지만 매일 운동을 하셔서 건강하십니다. 

① 댁   ② 성함        

③ 연세  ④ 생신

5.      한국에서는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이 많은데, 물건을 주고받을 때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 

① 주셔야 합니다  ② 드려야 합니다 

③ 돌려야 합니다       ④ 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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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4.

 

 저희 할머니는                                 이/가 많으시지만 매일 운동을 하셔서 건강하십니다.

wfma wd;a;ïud f.dvdla jhi jqjo yeuodu jHdhdu lrk neúka kSfrda.su;a h'

     ① 댁  ② 성함 ③ 연세  ④ 생신

5.

 

한국에서는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이 많은데, 물건을 주고받을 때 어른께는 두 손으로 
물건을                               .  

fldßhdfõ § jeäysáhka iuÕ isáh§ ms<sme¢h hq;= wdpdr úê fndfyduhla we;s w;r hula §fï§ 

fyda ,nd.ekSfï w;a folu Ndú;d lr §u fyda ,nd.ekSu l< hq;=h'

     ① 주셔야 합니다          ② 드려야 합니다          ③ 돌려야 합니다          ④ 숙여야 합니다

정답   1. ②   2. ④  3. ④   4. ③   5. ②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isg 3 olajd we;af;a mska;+rh n,d iqÿiq jdlH f;dark m%Yak fõ' by; bf.k .;a 

m%ldYhka wdj¾ckh lr ms<ss;=re imhkak'

my; we;af;a jdlH ;=,g .e,fmk jpkh fidhk m%Yak fõ' by; bf.k .;a 

f.!rjd¾: jpk iy jHdlrK wdj¾ckh lrñka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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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④    2. ①    3. ①

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한국에서는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에게 서

류나 물건을                      두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fldßhdj ;=, § Wiia mqoa.,fhl= iuÕ isáh§ ms<sme¢h hq;= idrO¾u fndfyda m%udKhla we;' 

WodyrKhla jYfhka hï ,smshla fyda NdKavhla ,nd §fï § w;a folu Ndú;d lr ,nd Èhhq;= 

fõ' 

 ① 사려고 ② 살 때에는 ③ 드리려고 ④ 드릴 때에는

[2~3]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2.

 

한국에서는 보통 친구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지

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허리를 숙입니다.

fldßhdj ;=,§ ñ;=frl= yg wdpdr lsßfï § w;a jkñka ‘안녕’ hehs lsj yelsh' kuqÿ jhiska 

jeäuy,a fyda ;;ajfhka Wiia mqoa.,fhl= i|yd T¨j kjñka ‘안녕하세요’ hehs mejish hq;= 

fõ'

 ① 인사 ② 근무 ③ 친구 ④ 가족

3.

 

초대를 받아 한국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먼저 어른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wdrdOkdjla ,nd fldßhka mqoa.,fhl=f.a ksjig hk úg fmdä fyda ;E.A.la iQodkï lr /f.k 

hdu iqÿiq fõ' ;jo ksjig .sh úg m<uqj jeäuy,a mqoa.,hd yg wdpdr l< hq;=h'

 ① 인사 ② 근무 ③ 친구 ④ 가족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y,alsrSï f,i fhfok jH[ack fndfyduhla we;;a fï w;rska 

WÉpdrKh lrk Yío 7 la muKla fõ' ‘ㅂ[p]’, ‘ㅍ[ph]’, wCIr j, y,a lsÍï ish,a, jd;h 

msg fkdjk  ‘읍’ f,i WÉpdrKh flf¾'

(1) 입, 집, 삽, 밥, 지갑 

(2) 잎, 앞, 숲

(3) 집도 커요.

발음 WÉpdrKh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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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mdvï lrk wdldrh mejiSu" whÿï lrk 

wdldrh mejiS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면서, –기 쉽다/어렵다

□ jpk Ndú;h ioyd Wmfoia  mdvï lSrsu$b.k.ekSu" wOHdmkh 

□ ixialD;sl f;dr;=re	 úfoaYSh lïlrejkaf.a wOHdmk jevigyk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fldßhka Ñ;%mg n,ñka bf.k .kakjd

수피카 흐엉 씨,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yTx uy;añh i;s wka;fha fj,dj ;sfhkjo@

흐   엉 네, 그런데 왜요? Tõ' kuq;a wehs@ 

수피카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fldßhdkq NdIdj f.dvla wudre ksid fldßhka NdIdj 

álla lsh,d fokak' 

흐   엉 좋아요. fydohs' 

수피카 그런데 흐엉 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학원에 다녀요? 
   t;a yTx uy;añh fldßhka NdIdj fldfyduo mdvï 

lrkafka@ wu;r mka;shlg hkjo@  

흐   엉 아니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수피카 씨도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keye" uu Ñ;%má kerîug leu;s ksid fldßhka Ñ;%mg 

krnñka mdvï lrkjd' 

iqmsld fukúh leu;s fohla lrñka mdvï lr n,kak'

-아서/어서 그러는데 ta jqk;a

uq,ska mjik foh Bg miqj mjik 
fohg fya;=j jk úg Ndú;d lrhs'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oeka jev nyq, ksid fïlg álla 

Wojq fjkak'

1. 수피카 씨는 왜 흐엉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iqmsld fukúhg wehs yTx uy;añh yuqùug wjYH@

2. 흐엉 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yTx uy;añh fldßhka NdIdj fldfyduo mdvï lrkafkaa@

정답   1.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요.   2.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대화 1  ixjdoh 1
Track 76

my; oelafjkafka iqmsld iy yTx w;r we;sjQ ixjdolss' iqmsld yTxf.ka 

fldßhka NdIdj mdvï lrkafka flfiaoehs úuid isáhs' uq,skau ixjdohg 

fojrla ijka È wkq.ukh lr lshjkak'

그런데 kuq;a

fonil§ wfkld l;dlrk fohg 

iïnkaoj fjk;a foilg l;dj 

fhduqlsÍug Ndú;d lrhs' 

·가: 오후에 시장 구경 갈까요?

   yjig fmd< n,kak huqo@

 나:   그런데 좀 늦게 가요. 먼저 

할 일이 좀 있어서요. 

   kuq;a álla m%udo fj,d huq" 

uq,skaa l,hq;= jev álla 

;sfhkjd'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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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4과_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215

동사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면서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면서

1) 가: 투안 씨는 일을 하면서 학원에 다녀요?

 나: 네. 퇴근하고 학원에 가요. 

2) 가: 인디카 씨,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3) 가: 한국어 말하기가 어려워요. 

 나: 그러면 CD를 들으면서 따라해 보세요. 

어휘 1 공부 Study

문법 1 -(으)면서

-(으)면서 attached to a verb, indicates 
two actions that come before and 
after -(으)면서 happen at the same 
time.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면서 is added.
When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면서 is 
added. 

쉽다 어렵다 공부하다 사전을 찾다
easy diffi  cult to study to look up the dictionary

학원에 다니다 예습하다 복습하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to go to an academy to preview to review to take online courses

CD를 듣다 따라 하다 
to listen to a CD to repeat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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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흐엉 씨는 매일 .

2)  투안 씨는 .

3)  리한 씨는 .

4)   흐엉 씨는 매일 .

보기 복습하다                 예습하다               학원에 다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2.   그림을 보고 ‘-(으)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면서 ’

1)  가: 모니카 씨는 어떻게 공부해요? 

  나: 저는 모르는 단어는 .

2)  가: 바루 씨는 참 발음이 좋네요. 어떻게 연습해요?

  나: 저는 매일 .

사전을 찾다

CD를 듣다

공부하다

따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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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
mdvï lrkjd $  
bf.k .kakjd

사전을 찾다
Yío fldaIfhka 

fydhkjd

예습하다
l,ska iqodkï fjkjd 

복습하다
mqKÍlaIKh lr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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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o to an academy to preview to review to take online courses

CD를 듣다 따라 하다 
to listen to a CD to repeat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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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일 때: -면서

‘ㄹ’을 제외한 받침이 있을 때: -으면서

1) 가: 투안 씨는 일을 하면서 학원에 다녀요?

 나: 네. 퇴근하고 학원에 가요. 

2) 가: 인디카 씨,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3) 가: 한국어 말하기가 어려워요. 

 나: 그러면 CD를 들으면서 따라해 보세요. 

어휘 1 공부 Study

문법 1 -(으)면서

-(으)면서 attached to a verb, indicates 
two actions that come before and 
after -(으)면서 happen at the same 
time.
When a verb stem ends in a vowel or 
the fi nal consonant, ㄹ, -면서 is added.
When a verb stem ends in all 
consonants other than ㄹ, -으면서 is 
added. 

쉽다 어렵다 공부하다 사전을 찾다
easy diffi  cult to study to look up the dictionary

학원에 다니다 예습하다 복습하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to go to an academy to preview to review to take online courses

CD를 듣다 따라 하다 
to listen to a CD to repeat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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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다니다
wu;r mka;s hkjd

인터넷 강의를 듣다
wka;¾cd, foaYk 
j,g ijkafokjd

CD를 듣다
CD j,g ijka fokjd

따라하다
kej; lr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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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myiqhs

어렵다
wmyiqhs $ wudrehs

복습하다  예습하다  학원에 다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1)  흐엉 씨는 매일                        .

2)  투안 씨는                                .

3)  리한 씨는                               .

4)  흐엉 씨는 매일                        .

정답   1) 예습해요  2) 학원에 다녀요  3)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4) 복습해요

어휘 1  jpk ud,dj 1 공부 mdvï  

mska;=rhg .e<fmk fhÿu WodyrK ;=,ska f;dard jdlH iïmq¾K lrkak'

fldßhka NdIdj bf.k .kafka flfiao@ bf.k .ekSu yd mdvï lsrSu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o@  

by; jpk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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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으)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mska;=rh foi n,d ‘-(으)면서’ Ndú;d lrñka jdlH iïmq¾K lrkak'

1)  가:  모니카 씨는 어떻게 공부해요?  

fudksld uy;añh fldfyduo mdvï lrkafka@ 

 나: 저는 모르는 단어는                                .

2)  가:  바루 씨는 참 발음이 좋네요. 어떻게 연습해요?   

mre uy;auhdf.a WÉpdrKh fydohs" mqyqKq jqfha flfiao@

 나: 저는 매일                                .

21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흐엉 씨는 매일 .

2)  투안 씨는 .

3)  리한 씨는 .

4)   흐엉 씨는 매일 .

보기 복습하다                 예습하다               학원에 다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2.   그림을 보고 ‘-(으)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으)면서 ’

1)  가: 모니카 씨는 어떻게 공부해요? 

  나: 저는 모르는 단어는 .

2)  가: 바루 씨는 참 발음이 좋네요. 어떻게 연습해요?

  나: 저는 매일 .

사전을 찾다

CD를 듣다

공부하다

따라하다

한국어 표준교재 16~30.indd   216 2014-06-11   오전 9:30:42

21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흐엉 씨는 매일 .

2)  투안 씨는 .

3)  리한 씨는 .

4)   흐엉 씨는 매일 .

보기 복습하다                 예습하다               학원에 다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   

2.   그림을 보고 ‘-(으)면서’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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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을 찾다

CD를 듣다

공부하다

따라하다

l%shdmohg iïnkaO ù bosßfhka we;s wka;¾.;h msgqmi wka;¾.;h yd tlúg isÿjk nj 

m%ldY fõ' ‘-(으)면서’ iu. fhfok jdlHfha bÈßmi yd msgqmi wka;¾.;fhys wkqms<sfj, 

udre l<o w¾:h iudk fõ' tfukau ‘-(으)면서’ bÈßmi yd msgqmi jdlHfhys l;D moh 

iudk úh hq;= w;r kdu mohla iu. fhfoa kï ‘-(이)면서’ f,i Ndú;d fõ' 

자음(jH[ack) → -으면서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면서

먹다 → 먹으면서
보다 → 보면서

울다 → 울면서

· 가: 투안 씨,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wka uy;d Bfha yji fudlo lf<a@

   나: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hd¿fjla iuÕ n;a lk .uka l:d ny l<d' 

· 영화를 보면서 빵을 먹어요. Ñ;%mg n,k .uka mdka lkjd' 

·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fldßhka .S; j,g ijka fok .uka fldßhdkq NdIdj mdvï lrkjd'  

· 지훈 씨는 학생이면서 회사원이에요. ðyqka uy;d YsIHfhla jk w;r iud.ï fiajlfhls'

정답   1) 사전을 찾으면서 공부해요   2) CD를 들으면서 따라해요

문법 1  jHdlrK 1 -(으)면서 G24-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면서’ iy ‘-고’

‘-(으)면서’ iy ‘-고’ uÕska l%shdjka folla tljr isÿùula olajhs" ‘-(으)면서’ l%shdjka folla 

tljr isÿjkúg Ndú;d lrk w;r ‘-고’ uq,ska mejiq l%shdj wdrïN ù wjidk ùug fmr 

fojk l%shdj wdrïN ù l%shdjka folu tljr isÿjk úg Ndú;d lrhs'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으)면서’ wjfndaO jqkdo@ tfiakï mska;+rh foi n,ñka ixjdo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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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투안 씨, 어디 갔다 와요? 
 ;=jdka uy;d fldfya .sys,a,o tkafka@

투안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고 왔어요.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일을 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jdyk kv;a;=j ms<sno wOHdmdkh ,ndf.k wdjd' 

miqj .ug .sys,a, /lshdjla fidhk úg m%fhdackj;a 

fjhs jf.a' 

리한 저도 그 수업을 듣고 싶은데 

 그 수업은 어때요?
   uu;a ta mka;shg hkak leu;shs"  

ta mka;sh fldfyduo@ 

투안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해서 
 이해하기 쉬워요.
   oeka lrk /lshdj yd iudk ksid  

f;areï.kak myiqhs' 

리한 아, 그래요? 어떻게 신청해요?
 wd" tfyuo" fldfyduo whÿï lrkafka@ 

투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wka;¾cd,fhka whÿï l,yu yß' 

-(으)면 되다 
l,dkï yß$Wkd kï yß 

fldkafoaishla f,i l%shdjla 

fyda ;;ajhla muKla ;sfíkï 

lsisÿ m%YaKhla fkdue;s fyda th 

m%udKj;a nj fmkajk fhÿuls'

· 오전 9시까지 오시면 돼요.
  Wfoa 9 jkúg meñKsfhd;a 

m%udKj;a'

·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됩니다.
  fu;kska mdr udre jqkdkï  

yß'

-(으)ㄹ 것 같다  

fjkak hkjd jf.a$ 

lrkak hkjd jf.a

l;dlrk mqoa.,hd hula wkqudk 

lrkúg fyda ;ukaf.a u;h 

ie,ls<su;aj mjik úg Ndú;d lrhs' 

· 비가 올 것 같아요. 우산을  

가져가세요.
 jyskak jf.aa tkafka" l=vh  

/f.k hkak' 

· 너무 바빠서 여행을 못 갈 것  

같아요. 
   f.dvla jev ;sfnk ksid  

ixpdrh hkak fkdyels fjhs' 

1. 투안 씨는 무슨 교육을 받아요? 
    ;=jdka uy;d fudk wOHdmkhlao ,nkafka@

2. 그 수업은 어떻게 신청해요? 
    tu mdGud,djg fldfyduo whÿï lrkafka@

정답   1.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아요.   2.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대화 2  ixjdoh 2
Track 77

ßydka ;=jdkaf.ka mka;shg whÿï lsÍu ms<sno úuiñka isáhs" mka;shg whÿï 

l, hq;af;a flfiao@ uq,skau ixjdohg fojrla ijka fokak'

fujr ßydka iy ;=jdka f,i ixjdoh kej; lshkak" fydÈka ijka § wkq.

ukh l<do@ tfiakï my; m%Yakh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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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18   한국어 표준교재

어휘 2 교육 Education

동사에 붙어 그 행동을 하기가 쉽거나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다.

1) 가: 투안 씨, 요즘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지요? 어때요?

     나: 배우기 쉽고 재미있어요. 

2) 가: 토요일에 같이 한국어 학원에 다닐래요?  

     나: 토요일에는 일을 해야 돼서 학원에 다니기 어려워요.

문법 2 -기 쉽다/어렵다

-기 쉽다/어렵다 attached to a verb, is 
used to indicate that it is easy/diffi  cult 
to do an action.

교육 과정 수업 과목
education course lesson subject

일정 기관 교실 자격증
schedule institution classroom certifi cate

개강 종강 
beginning of the semester end of th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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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with appropriate expressions from the box.

1) 가: 어떻게 오셨어요?

 나: 한국어 을 듣고 싶어요. 

2) 가: 어떤 이 있어요?

 나: 한국어, 컴퓨터, 태권도 반이 있어요. 

3) 가: 언제 해요?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해요. 

4) 가: 언제 끝나요?

 나: 은 4월 30일이에요.

5) 가: 은 어디에 있어요?

 나: 3층에 있어요. 

보기 종강                     교실                    개강                     수업                     과정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저하고 같이 저녁에 컴퓨터 학원에 다닐래요?

 나: 저녁에는 일을 해야 돼서 .

① 학원에 다니기 쉬워요

② 학원에 다니기 어려워요

2)  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아요? 

 나: 이 책을 보세요. .

① 이 책은 재미있어서 공부하기 쉬워요

② 이 책은 재미있어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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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a;=rhg .e,fmk jpkh WodyrKfhka f;dard ixjdoh iïmq¾K lrkak'

교육
wOHdmkh

과정
l%shdj,sh

수업
mka;sh

과목
úIh

일정
fjkalr.;a Èkh

기관
wdh;kh

교실
mka;s ldurh

자격증
iy;sl m;%h

개강
mka;sh mgka.kakjd

종강
mka;sh wjika fjkjd

1. 그림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종강   교실   개강   수업   과정

1)  가: 어떻게 오셨어요? 
 l=ula ioydo meñKsfha@

 나: 한국어                     을 듣고 싶어요.

2)  가: 어떤                        이 있어요?
 나:  한국어, 컴퓨터, 태권도 반이 있어요.
    fldßhka NdIdj" mß.Kl yd 

f;lafjdkafoda mka;s ;sfnkjd'  

3)  가: 언제                        해요?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해요. 
  ,nk i;sfha iÿod mgka.kakjd'  

4)   가: 언제 끝나요? ljoo bjr fjkafka@ 

 나:                      은 4월 30일 

이에요.

5)  가:                      은 어디에  

있어요?

 나: 3층에 있어요.  
  mÍlaId ;Ügqfõ ;sfhkafka' 

정답   1) 수업   2) 과정   3) 개강   4) 종강   5) 교실

어휘 2  jpk ud,dj 2 교육	wOHdmkh 

wOHdmkh yd iïnkaO l=uk fhÿï ;sfíoehs fidhd n,uq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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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ixjdoh lshjd .e,fmk ms<s;=r f;darkak'

1)

 

가:   저하고 같이 저녁에 컴퓨터 학원에 다닐래요?  
ud iuÕ yjig mß.Kl mka;shg huqo@

나: 저녁에는 일을 해야 돼서                                                . 

     ① 학원에 다니기 쉬워요 ② 학원에 다니기 어려워요

2)

 

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아요?  
fldßhka NdIdj bf.k .kak leu;s kuq;a fudkjf.a fmd;lao iqÿiq@

나: 이 책을 보세요.                                                . 

     ① 이 책은 재미있어서 공부하기 쉬워요 ② 이 책은 재미있어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정답   1) ②   2) ①

‘기 쉽다/어렵다^lsÍu myiqhs$wudrehss&’ hkak l%shd mohlg iïnkaO lr tu l%shdj lsÍu myiqhs 

fyda wudrehs nj oelaùug fhdod .efka' ‘l%shd moh -기’ hkak ‘l%shd moh -는 것이’ iuÕ udre 

lr Ndú;d l< yel' 

·   이 한국어 책은 배우기 쉽고 재미있어요.  
fuu fldßhdkq NdId fmd; bf.k .ekSug myiq w;r rij;a fõ'

·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원에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oj,a ld,fha jevlr rd;%shg mYapd;a Wmdê wOHhk wdh;khg hdu myiq fkdfõ'

l%shd moh ‘-기 쉽다/어렵다^f,fyishs$wudrehs&’ muKla fkdj"	‘좋다^fyd|hs&’,	‘싫다^wlue;shs&’,	‘편

하다^myiqhs&’,	‘불편하다^wmyiqhs&’ wd§ úfYaIK mo iu. .,md fhdod.; yel'

·    이곳은 가게가 많아서 쇼핑하기 아주 좋아요.  
fuu ia:dkfha wf,ú ie,a fndfyda ;sfnk ksid fIdmska lrkak f.dvla fyd|hs'

· 이 옷은 단추가 많아서 입기 불편해요. fï we÷fï fnd;a;ï fndfyda ;sfnk ksid w¢kak wmyiqhs'

문법 2  jHdlrK 2 -기 쉽다/어렵다 G24-2

‘-기 쉽다/어렵다’ f;areï .;a;do@ tfiakï ixjdohg jvd;a .e,fmk fhÿu 

fid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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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foaYSh lïlrejka ioyd jk i;s wka; fldßhka NdId wOHdmkh> 

• l%shdj,sh ( m%d:ñl" uOHu" fcHIaG

• mka;s wdrïNh ( iema;eïn¾ 2jeksod

• mka;s wjidkh ( Tlaf;daïn¾ 31 jeksod

• fj,dj ( iEu i;shlu fikiqrdod m'j' 2 isg m'j' 4 olajd

• mka;s ldurh ( úfoaY uOHia:dkh 503 ldurh

• .dia;= ( fkdñf,a

• úuiSï ( 031&9999-1249 ^i÷od isg fikiqrdod olajd WoEik 9 isg isg yji 6 olajd&

i;swka; fldßhka NdId wOHdmkh ms<sno oekqï§uls" fydÈka lshjd m%Yakj,g ms<s;=re imhkak'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말 한국어 교육

• 과 정: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 개 강: 9월 2일

• 종 강: 10월 31일

•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 교 실: 외국인센터 503호

• 수업료: 무료

•  문 의:  031)9999-1249 (월~토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한국어 교육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어떤 과정에 대한 안내문입니까? l=uk l%shdj,shla .ek oekaùulao@

 ① 요리 수업  ② 한국어 수업

 ③ 태권도 수업  ④ 컴퓨터 수업

2.   읽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lshjQ fldgfia wka;¾.;h yd .e,fmk lreKqj,g	◦	,l=K;a fkd.e,fmk lreKqj,g × 

,l=K;a fhdokak'

 1)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2)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  ×

 3)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습니다.  ◦  ×

 4) 주말 오전에 수업이 있습니다.  ◦  ×

정답    1. ②   2. 1) O     2) O      3) X     4) X  

활동  l%shdldrlï 



24 fldßhka Ñ;%mg n,ñka bf.k .kakjd  289288  24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

외국인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úfoaYsh lïlrejka ioyd jk wOHdmk jevigyk

교육 프로그램 신청 wOHdmk jevigyklg whÿï lrkjd

1)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에서 교육 프로그램 리스트를 

검색하세요. (나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 찾기)
  fjí wvúfhka wOHdmk jevigyka ,ehsia;=j n,kak mq¿jka' ^ug .e,fmk wOHdmk jevigyk fidhd 

ne,Su&

2) 각 과정별 교육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신청 시기, 교육 시기, 교육 기관, 수료 조건 등)
  tla tla lreKg wod, Wmfoia mßlaId lr n,kak' ^whÿï lSrSu i|yd jk iqÿqiqlï" whÿï m;% ndr.kakd 

ld,h" wOHhk ld,h" wOHdmk wdh;kh" iu;aùu i|yd wod< fldkafoais&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송하세요.
 whÿï fnd;a;u la,sla lr Tfí fm!oa.,sl f;dr;=re we;=,;a lrkak'

4) 사이트 방문 혹은 이메일을 통해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fjí wvúh f.dia fyda Bfï,a u.ska mqyqKqj ,nd .ekSug f;dardf.k we;aoehs mßlaId lr n,kak'

5)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여 교육에 참여하세요.
 fj,dj yd ia:dkh fidhd n,d wOHdmk jevigykg iyNd.S fjkak'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어 및 필요 기능을 습득

하여 체류 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현지 기업과 근로자의 수요 조사를 통해 현지 재취

업 혹은 창업에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현장에서 실용적이고 안전 관리와 관련된 기초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리, 자동차 

정비, 용접 교육 등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

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체류 기간 동안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mÍlaIdq udkj iïm;a ixj¾Ok fiajd wdh;kh úiska úfoaYSh lïlrejka fldßhdj ;=, /§ isák ld,iSudj ;=, 

Tjqkf.a fldßhka NdIdj yd fjk;a wjYH l=i,;d j¾Okh lr wod, ld,iSudj wjika jq úg wdmodjlskaa f;drj 

;uka f.a rgg wdmiq hdug yelsjk mßÈ lghq;= i,id fok jevigykla l%shd;aul lrhs' tla tla jevigyka 

foaYSh iud.ï yd lïlrejka b,a¨ï iólaIK u.ska foaYSh /lshd wjia:d m%;siïmdokh i|yd;a kj /lshd 

wjia:d W;amdokhg;a wjYH l%shdoduhkaf.ka iukaú; fõ' ksIamdok l¾udka;h"" bÈlsÍï l¾udka;h" fmdfydr 

l¾udka;h"" ëjr l¾udka;h jeks m%dfhda.sl iy wdrlaIK l<uKdlrKhg wod< uQ,sl /lshd mqyqKq lsÍï j,g 

wu;rj"" mß.Kl w¨;ajeähdj"" fudag¾ r: kv;a;="" fj,aäka wOHdmkh jeks ld¾ñl ksmqK;d ÈhqKq lsÍu i|yd 

jevigykla o we;=<;a fõ'

 fujeks wOHdmk fldßhdkq udkj iïm;a ixj¾Ok fiajd wdh;k fjí msgqfõ wOHdmk jevigyka mÍlaId 

lsÍfuka miqj wh÷ï lr wOHdmk ld,iSudj ;=, TskEu flfkl=g wOHdmkh ,nd .; yelsh'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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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1~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열심히 공부했어요.

 ②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③ 한국어는 조금 어려워요.

 ④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2.  ① 수업은 저녁 7시에 시작돼요.

 ② 저는 매일 예습하고 복습해요.

 ③ 저녁에는 학원에 가기 어려워요.

 ④ 어제 저녁에 학원에서 만났어요.

3.  ① 고급 과정은 없어요.

 ② 10월 31일에 끝나요.

 ③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④ 외국어교육센터 503호예요.

tlu ixjdohlg ijka§ m%Yak fol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왜 전화를 했습니까? msßñ mqoa.,hd wehs ÿrl;k weu;=ula lf<a@

 ① 한국어 책을 사고 싶어서  ②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③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④ 토요일에 한국어 시험이 있어서

5.  한국어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fldßhdkq NdIdj m%d:ñl mka;sh ljo o ;sfhkafka@

 ① 토요일 10:00~12:00  ② 토요일 10:00~13:00

 ③ 토요일 11:00~13:00  ④ 토요일 11:00~14:00

Track 78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 isg 3 olajd we;af;a m%Yakhg ijka§ .e,fmk ms<s;=re f;dark m%Yak fõ' 

m%Yakj,g ijka§ug fmr ms<s;=re lshjd n,kak'

my; oelafjkafka ixjdohg ijka§ .e,fmk ms<s;=re f;dark m%Yak fõ' ixjdohg 

ijka§ug fmr m%Yak fydÈ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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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③   3. ③   4. ②   5. ②

1. 여: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jdka uy;d fldßhdkq NdIdj fldfyduo mdvï lrkafka@

2. 남: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fudksld uy;añh yjig wu;r mka;shlg huqo@ 

3. 남: 개강이 언제예요? mka;s mgka .kafka ljo o@

4-5.   여: 여보세요. 한국어교육센터입니다. yf,da" fï fldßhdkq NdId wOHdmk wdh;khhs' 

      남: 저,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fldßhdkq m%ùk;d NdId úNd.hg iqodkï jk mka;shla ;sfnkjo@

      여: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m%d:ñl mka;sh iy uOHu mka;s ;sfhkjd'

      남: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m%d:ñl mka;sh lShgo ;sfhkafka@

      여: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fikiqrdod Wfoa 10 isg yji 1 fjkl,a ;sfhkjd'

듣기 대본  Y%jK msgm;

[1~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 .e,fmk ms<s;=r f;darkak'

1. ① 두 시에 할 거예요. ② 아주 안전할 거예요.

 ③ 내일 하기로 했어요. ④ 센터에서 하기로 했어요.

2.  ① 네, 강의를 신청하고 싶어요. ② 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요.

 ③ 네, 저녁마다 강의를 들어요. ④ 네, 매일 인터넷 검색을 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24

1. 남: 내일 안전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fyg wdrlaIl mqyqKqj fldfyo lrkafka@ 

2. 남:    흐엉 씨,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요?		

yTx uy;d" Tn Èkm;du wka;¾cd,h Tiafia foaYk j,g ijka fokjd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y,alsrSï f,i fhfok jH[ack fndfyduhla we;;a fï w;rska 

WÉpdrKh lrk Yío 7 la muKla fõ' yl= wegh iy ±ä ;,a, u`.ska WÉpdrKh jk 

jHxck jk ㄷ[t]" ㅌ[th]" ㅅ[s]" ㅆ[s’]" ㅈ[ʧ]" ㅊ[ʧh]" wd§ ish¨ wlaIr y,a lsÍfï§ z읃^woa&Z f,i 

WÉpdrKh flf¾'

(1) 솥, 밭, 옷, 닫다, 돋보기, 있다 (2) 낫, 낮, 낯

(3) 빗, 빚, 빛 (4) 솥도 커요.

(5) 가게에는 옷도 있다.

발음 WÉpdrKh P11

정답    1. ④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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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이/가 언제예요? ^jdrh wjika& fjkafka ljoo@

나: 8월 30일에 끝나요. wf.daia;= 30 fjksod wjika fjkjd'

     ① 수업  ② 일정  ③ 개강  ④ 종강

2.

 

가: 무슨                    을 제일 좋아해요? fudk ^úIh&go jvd;au leue;s@

나:  역사를 제일 좋아해요. b;sydihg jvd;au leu;shs'

     ① 과목  ② 기관  ③ 교실  ④ 학원

3.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일이 끝나면 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갑니

다. 일을                       학원에 다니는 것은 힘들지만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uu yeuodu Wfoa isg yjia jk;=re iud.fï jev lrkjd' jev wjika jq úg fldßhka NdIdj 

bf.k .ekSug wu;r mka;shg hkjd' jev lrk .uka wu;r mka;shg hk tl uykais jqk;a 

jev lrkfldg f.dvla m%fhdackj;a fjkjd' 

     ① 하러  ② 하면서  ③ 했는데  ④ 하기로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waktu Sabtu

dasar

dasar

tengah

akhir

Minggu

<무료 한국어 교실 (4개월 과정)> <fkdñf,a fldßhka NdId mka;sh ^udi 4 l mdGud,dj&> 

시간/요일 fj,dj$ oji 토요일 fikiqrdod   일요일 bßod 

13:00~15:00 초급 m%d:ñl    중급 uOHu

15:00~17:00 초급 m%d:ñl    고급 Wiia

* 개강: 3월 1일  wdrïN lsÍu( ud¾;= 1fjksod

* 신청:   센터 직접 방문 (2월 15일까지)   whÿï lsÍu( wOHdmk wdh;khg meñK ,shdmosxÑ úh yelsh 

^fmnrjdß 15 jeksod olajd&

4.  이 안내문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fï oekaùfï wka;¾.;h yd fjkia fhÿï f;darkak'

 ① 수업료를 안 내도 됩니다.  ②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④ 4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웁니다.

5.  한국어 중급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fldßhdkq NdId uOHu mka;sh ljo o ;sfhkafka@

 ① 토요일 오후 1시~3시  ② 토요일 오후 3시~5시

 ③ 일요일 오후 1시~3시  ④ 일요일 오후 3시~5시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my; jdlH lshjd wid we;s m%Yakj,g ms<s;=re imhkak'

정답   1. ④  2. ①  3. ②  4. ②  5. ③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 isg 3 olajd jdlH j,g .e,fmk fhÿu f;dark m%Yak fõ' by; bf.k.;a 

m%ldYhka isyshg .ksñka úiod n,kak'

my; oelafjkafka ksfõok m;%sldjls' l=uk wOHdmk jev igyka ;sfío"mka;s 

mj;ajkafka ljodo" hkak is;d n,ñka m%Yakh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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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④   3. ②   4. ②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저는 드라마를 이용해서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한국어를 

공부하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uu fldßhdkq kdgHh ne,Su ;=<ska fldßhdkq NdIdj bf.k .kakjd' fldßhdkq kdgHh 

krUk .uka fldßhdkq NdIdj bf.k .kafka kï" jeä úfkdaohlska  bf.k .; yels ksid 

fyd|hs'

 ① 보면서 ② 보든지 ③ 보거든 ④ 보니까

2.

 

지난달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CD를                  복습을 

합니다. 
miq.sh udifha isg fldßhdkq NdIdj bf.k .ekSug mgka .;a;d' mka;s wjidkfha § CD 

wiñka mqKÍlaIKh lrkjd'

 ① 찾지만 ② 찾으면서 ③ 듣지만 ④ 들으면서

[3~4]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iq.sh udifha isg fldßhdkq NdIdj bf.k .ekSug mgka .;a;d' mka;s wjidkfha § CD ^wiñka& 

mqKÍlaIKh lrkjd'

3.

 

저는 토요일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집에 와서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와 문법을 복습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한국인 동료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빨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iEu fikiqrdod Èklu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fha§ fldßhdkq NdIdj bf.k 

.kakjd' f.or meñK mka;sfha bf.k.;a jpk yd jHdlrK mqKÍlaIKh	lr	fkdokakd foa 

;snqfKa kï fldßhdkq ñ;=rkaf.ka wid n,kjd' fufia lr,d neÆ neúka fldßhdkq NdId 

yelshdj blaukska fyd|fjñka mj;skjd jf.a'

 ① 한국어 센터 소개 ② 한국어 공부 방법 ③ 한국어 수업 시간 ④ 한국어 과목 안내

4.

 

이번 주 금요일 다섯 시에 강당에서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교육을 받지 않

은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약 두 시간 정도입니다.

fuu isl=rdod fm'j' 5 g Y%jkdKd.drfha§$foaYkd.drfha§ wdrlaIl mdGud,djla mj;S' 

wjqreoafoa m<uq Nd.fha§ mdGud,dj fkd,o whf.a wksjd¾hh iyNd.S;ajh n,dfmdr;a;= jkq 

we;' mdGud,d ld,h meh folla muK fõ'

 ① 교육 과정 ② 교육 안내 ③ 교육 과목 ④ 교육 신청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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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jdr .Kk m%ldY lsÍu" m%d¾:kdjla ms<sn| 

m%ldY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마다,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 jpk Ndú;h ioyd Wmfoia  wd.ï" wd.ñl l%shdldrlï 

□ ixialD;sl f;dr;=re	 wd.ï wdY%s; W;aij

미영 리리 씨, 일요일에 뭐 해요? 오후에 같이 쇼핑 갈래요?
   ,s,S uy;añh bßodg fudlo lrkafka@ 

yjia jrefõ tlg idmamq ijdß huq o@ 

리리 미안해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돼요.
 iudfjkak' bßodg kï m,a,s hkak ´fka' 

미영 리리 씨, 교회에 다녀요?
 ,s,S uy;añh m,a,s hkjdo@ 

리리 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그런데 미영 씨는 종교가 있어요?
    Tõ" iEu bßodjla mdid m,a,s hkjd' 

ta;a ñfhdx uy;añhg wd.ula ;sfhkjd o@   

미영 부모님이 불교 신자라서 저도 어릴 때는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잘 안 가요.
   foudmsfhda fn!oaOd.ñlfhda jk ksid uu;a l=vd  

ld,fha mkai,a .shd'	ta;a fï ojiaj, ld¾hh nyq,  

ksid ks;r hefjkafka kE' 

에는  

fj,dj fyda ia:dkh jdlHfha f;audj njg 
m;a ùfï oS Ndú;d fõ'

·이번 여름에는 고향에 갈 거예요.
   fujr .%SIau ksjdvqjg .fï hkak 

bkakjd'  

·고향에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살고 있어요.
   .fï foudmsfhda iy nd, ifydaor$ 

ifydaoßhka Ôj;a fjñka bkakjd'

(이)라서 

kdu mohla iuÕ fhfok w;r uq,ska 

oelafjk wka;¾.;h msgqmiska oelafjk 

isÿùfï fya;=j hkak oelaúSfïoS Ndú;d fõ'

·내일부터 휴가라서 회사에 안 가요.
   fyg boka ksjdvq ksid iud.ug hkafka 

kE'

·학생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YsIHfhla ksid Wkkaÿfjka bf.k 

.kak ´fka'

25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iEu bßodjla mdid m,a,s hkjd

대화 1  ixjdoh 1
Track 79

ñfhdx uy;añhg yd ,s,S uy;añhg wd.ula ;sfío@ fofokdf.a wd.ï fudkjdo 

hkak m%:ufhka fonig fojrl ijka oS oek.kak'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1. 리리 씨는 일요일마다 뭐 해요? ,s,S uy;añh yeu bßodlu fudlo lrkafka@ 

2. 미영 씨는 요즘에도 절에 다녀요? ñfhdx uy;añh fï ojiaj,;a mkai,a hkjo@

정답   1.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2. 아니요, 어릴 때는 다녔는데 요즘은 바빠서 잘 안 가요.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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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리키는 명사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이 그 시간이 되면 

반복됨을 나타낸다.

1) 가: 수영 씨, 성당에 다녀요? 

     나: 네,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요. 

2) 가: 150번 버스가 자주 와요? 

 나: 네, 5분마다 와요. 

3) 가: 리한 씨는 휴가 때마다 여행을 가네요.    

     나: 제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휘 1 종교 Religion

문법 1 마다

마다 attached to a noun that 
expresses time, indicates that a 
certain action takes place on a regular 
basis, meaning ‘every+noun.’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톨릭) 이슬람교
Buddhism Christianity (protestant) Catholicism Islam

절 교회 성당 사원(모스크)
temple church catholic church / cathedral mosque

스님 목사님 신부님 이맘
Buddhist monk pastor priest I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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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절 1)            천주교 2) 신부님

기독교 교회 3) 이슬람교 4) 이맘

불교
fn!oaOd.u

기독교
l%sia;shdks wd.u

천주교(가톨릭)
lf;da,sl wd.u

이슬람교
bia,dï oyu

절
mkai,

교회
m,a,sh

성당
lf;da,sl m,a,sh

사원(모스크)
uqia,Sï m,a,sh

스님
iajdóka jykafia 

목사님
mQcl;=ud

신부님
u,ú;=ud

이맘
uqia,sï mQcl;=ud

1.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mska;+rh n,d ysia;ekg .e,fmk jpk ,shkak'

정답   1) 스님   2) 성당   3) 목사님   4) 이슬람 사원(모스크)

어휘 1  jpk ud,dj 1 종교 wd.u   

wd.ula ;sfí o@ ;sfí kï l=uk wd.ñlfhla o@ wd.u yd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o@  

by; jpk oelafjk fldg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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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j.=j n,d ‘마다’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1. 가: 매일 신문을 읽어요?

 나: 네,                               읽어요.

2. 가: 버스가 자주 와요?

 나: 아니요,                               와요.

 아침                            이십 분                

2. 다음 표를 보고 ‘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수진 씨는 언제 교회에 가요?  
iqcska uy;añh ljodgo m,a,shg hkafka@

 나:                                       가요.

2)  가:   투안 씨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해요?  
;=jdkaa uy;aud yeuodu fldßhka NdIdj mdvï lrkjd o@

 나: 네,                                       공부해요.

3)  가: 지하철이 몇 분마다 와요? Wux ÿïrsh úkdä lShlg jrlao Odjkh jkafka@ 

 나:                                       와요.

22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Write the words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불교 절 1)

천주교 2) 신부님

기독교 교회 3)

이슬람교 4) 이맘

2. 다음 표를 보고 ‘마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마다’.

1)  가: 수진 씨는 언제 교회에 가요?  

  나:  가요.

2)  가: 투안 씨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해요?  

  나: 네.  공부해요.

3)  가: 지하철이 몇 분마다 와요?

  나: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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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õ,dj yÕjk kdumohlg miqj iïnkaO jk w;r tla;rd l%shdldrlula tu fõ,dj Wod 

jQ úg kej; isÿjk nj woyia fõ'

· 가: 보통 주말에는 무엇을 하세요? idudkHfhka i;s wka;fha§ fudkjo lrkafka@ 

   나: 주말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i;s wka;hla mdid WoHdkfha nhsisl,a mÈkjd' 

· 매년 방학마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요. iEu jirlu ksjdvqjg wfma mjqf,a wh pdßldjla hkjd' 

·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삼 분마다 와요. 
  jevg hk tk fj,dfõo’ iEu úkdä 3 la mdid Wux ÿïßhla meñfKa'

정답    1. 아침마다   2. 이십 분마다

정답    1) 일요일마다   2) 날마다    3) 10분마다

문법 1  jHdlrK 1 마다 G25-1 

‘마다’ ms<sn|j wjfndaO jqKd o@ osk o¾Ykh yd ld, igyk n,d foni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o@ ‘마다’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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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 아딧 씨, 여기 웬일이에요?
 wÈ;aa uy;auhd' fufya wdmq ldrKh fudllao@ 

아딧 여기 이슬람 사원에 기도하러 왔어요.
   fu;ek bia,dï m,a,shg hdÉ[d lrkak hkjd'

건우 오늘은 금요일이 아닌데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wo isl=rdod fkfuhs' ta;aa wo;a f;ajdj lrkjd o@ 

아딧 예배는 없는데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해요.
   f;ajdj ke;s jqk;a ;d;a;dg álla wikSm ksid 

fj,dj ;sfhk úg weú;a hdÉ[d lrkjd' 

건우 아버지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기도할게요.
   ;d;a;dg blaukg fyd| jqfKd;a fyd|hs' uu;a 

hdÉ[d lrkakï'

웬일이에요?  ldrKh fudllao@ 

wfkla md¾Yjfha l%shdjka wkqudk l< 

fkdyels wkqudkhka oelafõ'

·가: 여기는 웬일이에요?  
  fufya wdmq ldrKh fudllao@ 

 나: 동생 생일 선물을 사러 왔어요. 

    nd, ifydaorhd$ifydaoßhg 

Wmkaosk ;E.a.la ñ,g .ekSug 

wdjd'

정답    1. 두 사람은 이슬람 사원에서 만났어요.   2.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기도하러 왔어요.

1. 건우 씨와 아딧 씨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fldkajq uy;aud yd wcs;a uy;aud fldfyaoSo uqK .eiqfKa @

2. 아딧 씨는 왜 이슬람 사원에 왔어요? wos;a uy;auhd wehs uqia,Sï m,a,shg wdfõ@

y,alsrSï ‘ㄱ, ㄷ, ㅂ, ㅈ’ msgqmig ‘ㅎ’ meñKsu fyda y,alsrSï ‘ㅎ’ msgqmig ‘ㄱ, ㄷ, ㅂ, ㅈ’ meñfKkafka kï [ㅋ, ㅌ, ㅍ, 

ㅊ] f,i WÉpdrKh fõ'

받침 ㄱ, ㄷ, ㅂ, ㅈ, + ㅎ  [ㅋ, ㅌ, ㅍ, ㅊ] 받침 ㅎ + ㄱ, ㄷ, ㅂ, ㅈ  [ㅋ, ㅌ, ㅍ, ㅊ]

    예) 입학[이팍], 축하해요[추카해요] 예) 좋겠어요[조케써요], 그렇지요[그러치요]

대화 2  ixjdoh 2
Track 80

Tip	격음화 uydm%dK 

fldkajq yd wÈ;aa uy;aud bia,dï m,a,sh bosßmi oS wyTq f,i yuqjqKd' fofokd 

l=ula ms<sn|j l;d lrkafka o@ m%:ufhka fonig fojrla  ijka oS wkq.ukh 

lrkak'

fydÈka ijka §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으)ㄹ 때마다 

‘-(으)ㄹ 때’	+ ‘마다’ tl;= ùuloS uq,a 

jdlHfha l%shdj fyda ;;a;ajh flfrk 

fyda isÿfjk jdrhla mdid isÿ fõ 

hkak oelùfïoS Ndú;d lrhs'

·  저는 피곤할 때마다 커피를 

마셔요.
    uu	uykais jk iEu úgl§u		

fldams fnd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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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appropriate words or expressions.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았으면/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1) 내일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제주도 날씨가  .

2) 제 소원은 가족이 건강한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 모두 .  

3) 사람들이 식당에서 담배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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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종교 활동 Religious activities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낸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았으면 좋겠다

‘ㅏ, ㅗ’가 아닐 때: -었으면 좋겠다

‘하다’일 때: 했으면 좋겠다

1) 가: 계속 비가 오는데 주말에 등산 갈 수 있을까요? 　

    나: 글쎄요. 주말에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2) 가: 바루 씨는 올해 소원이 뭐예요? 

    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문법 2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expresses a wish 
or a hope.
If the fi nal vowel of a verb or an 
adjective is ㅏor ㅗ, -았으면 좋겠다 is 
used.
If the fi nal vowel of a verb or an 
adjective is a vowel other than ㅏor ㅗ, 
-었으면 좋겠다 is used.
If a verb ends in the 하다 verb, 했으면 
좋겠다 is used.

믿다 기도하다 신자(교인) 예불을 드리다
to believe to pray believer to have a Buddhist service

예배를 드리다 미사를 드리다 찬불가/성가를 부르다 불전/헌금을 내다
to attend a Christian worship to have a mass to sing a Buddhist hymn/ 

a Christian hymn
to make off erings

성지 순례를 가다 불경 성경 코란
to go on a pilgrimage Buddhist scriptures the Bible the Q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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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다
úYajdi lrkjd

기도하다
hdÉ[d lrkjd$

kuialdr lrkjd

신자(교인)
ne;su;d

예불을 드리다
je÷ï ms÷ïs lrkjd 

^fn!oaOd.fu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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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드리다

f;ajdj lrkjd 

미사를 드리다
foaj fufyh

찬불가/성가를 부르다
.S;sld .dhkd lrkjd

불전/헌금을 내다
mvqre$odkjd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iïnkaO lrkak'

① ⑤③②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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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순례를 가다
jkaokdfõ hkjd

불경
;%smsglh

성경
nhsn,h

코란
l=rdkh

코란

어휘 2  jpk ud,dj 2 종교 활동	wd.ñl l%shdldrlï 

wd.ñl W;aij yd iïnkaO fhÿï fudkjdo hkak úuid n,uq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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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해서 피곤해요. 내일은                                             . 

2.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네요.                                                   . 

3. 일 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지만 잘 못해요.                                                .

 한국어를 잘하다           빨리 밥을 먹다            좀 쉬다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았으면/었으면 좋겠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피우다     건강하다     좋다

1) 내일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예요. 제주도 날씨가                                                               .

2) 제 소원은 가족이 건강한 것이에요. 우리 가족이 모두                                                        .

3) 사람들이 식당에서 담배를 안                                                                                        .

ysia;ekg .e,fmk m%ldY fldgqfjka f;dard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Ndú;d lr jdlH iïmq¾K lrkak'

정답   1) 좋았으면 좋겠어요    2)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3) 피웠으면 좋겠어요

정답   1.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2. 빨리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3.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문법 2  jHdlrK 2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G25-2

l%shd mo iy úfYaIK mohlg iïnkaO jk w;r ñka n,dfmdfrd;a;=jla fyda m%d¾:kdjla 

ms<sn|j woyia fõ'

· 가: 투안 씨는 올해 소원이 뭐예요? ;=wdka uy;d" fï jif¾ m%d¾:kdj l=ulao@

 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ug uqo,a f.dvla Wmhkak mq¿jka jqfkd;a fyd|hs'

· 날씨가 너무 더워요. 시원한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요. 
    foaY.=Kh fndfydu riafkhs' isis,a c, ùÿrejla fndkak ;snqfkd;a fyd|hs'

·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 wfma mjqf,a wh ieuúgu ksfrda.Sj bkakjd kï fyd|hs'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ms<snoj wjfndaO jqKdo@ tfykï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e,fmk m%ldY f;dard jdlH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o@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Ndú;d lrñka jdlHh iïmQ¾K 

lr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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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정답  1)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나: 네, 저는 천주교 신자예요.

  가: 성당에 자주 가요?

  나: 네, 주말마다 가요.

 2)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나: 네, 저는 불교 신자예요.

  가: 절에 자주 가요?

  나: 네, 토요일마다 가요.

      3)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나: 네,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가: 교회에 자주 가요?

 나: 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 f,i l;d lrkak'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s,Ss uy;añhg wd.ula ;sfhkjo@

나: 네, 저는 이슬람교 신자예요.

   Tõ' uu bia,dï wd.ñl ne;suf;la'

가: 이슬람 사원에 자주 가요?

 uqia,sï m,a,shg ks;ru hkjo@ 

나: 네, 금요일마다 가요.

 Tõ' yeu isl=rdodjlu hkjd'

이슬람교
bia,dï wd.u

금요일
isl=rdod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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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활동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

보기

이슬람교 금요일

 가: 리리 씨는 종교가 있어요?

 나: 네, 저는 이슬람교 신자예요. 

 가: 이슬람 사원에 자주 가요? 

 나: 네, 금요일마다 가요.  

불교 토요일

천주교 주말

기독교 시간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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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lf;da,sl

불교 fn!oaOd.u

기독교 l%sia;shdks w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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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i;s wka; 

토요일 fikiqrdod  

시간이 있을 때
fj,dj ;sfhk úg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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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f;dr;=re 

종교 행사  wd.ñl W;aijh 

석가탄신일 fjila oskh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음
력 4월 8일을 석가탄신일로 정했는데 이날은 국가 공휴일이라서 학교나 회사
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석가탄신일이 가까워지면 불교 신자들은 집이나 절

에서 등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고 석가탄신일 저녁에 등에 불을 밝힙니다.

fjila oskh hkq nq÷rcdKka jykafiaf.a Wm; iurk oskhhs'	pkaø 

udi l%uhg wkqj wfm%a,a ui 8 jk osk fldßhdfõ fjila oskh fõ' 

fuosk cd;sl ksjdvq oskhla jk neúka mdi,a fyda iud.ïj,g fiajhg 

fkdhhs' fjila oskh <.dfj;au fn!oaOd.ñl ne;su;=ka ksjfioSa yd 

mkaif,aoS fjila l+vq iod .iaj, t,a,d fjila oskfha yjia jrej l+vq 

j,ska wdf,dalu;a lrhs'

크리스마스 k;a;,a  

크리스마스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로 예수님이 태
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크리
스마스를 축제처럼 즐깁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트리를 만
들고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도 합니다.

k;a;,aa oskh hkq lf;da,sl yd l%sia;shdks wd.ñlhska iurk W;aij 

w;rska jvd;a iqúfYaIs W;aijh jk fcaiq;=ukaf.a W;am;a;sh iurk 

oskh fõ' kuq;a j¾;udkfha wd.ula fkdue;s mqoa.,hka jqj;a k;a;, 

W;aijhla f,i iurkq ,nkjd' foieïn¾ udih jk úg ñksiqka k;a;,a 

.ia idod iqN me;=ï ldâ ,nd oSu;a .ekSu;a isÿ lrkjd' ta jf.a u 

<uhskag k;a;,a ;E.s oSu;a isÿ lrkjd'

부활절 mdial= bßod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천주교나 기독교 
신자들은 이날 달걀에 예쁜 그림을 그려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달걀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달걀을 먹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mdial= bßod hkq fcaiq;=ukaf.a W;a:dkh iurkq ,nk oskh fõ' 

lf;da,sl yd l%sia;shdks ne;su;=kah fuu oskfha oS ì;a;r ,iaikg 

iri,d tlsfkldg fnod oS lEug .khsS' ì;a;rh kj cSjhl wdrïNh 

hk wre;a we;s neúka mdial= bßod ì;a;r lEfuka kj cSjhl wdrïNh 

is÷jkjd hehs mjihs'

라마단 rdudidka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으로 이슬람에서는 9번째 달인 9월
을 말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9월을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여기는데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코란을 읽고 특별 예배를 하는 등 절제를 해야 합니다.

rduodka" wrdì NdIdfjka WKqiqïa udih hk w¾:h .kakd w;r 

bia,dï oyfï 9jk ui jk iema;eïn¾ udih y÷kajhs' bia,dï oyfï 

iema;eïn¾ udifha Y=oaO jq l=rdKfha udih f,i úYajdi lrk w;r 

udihla mqrd ysre ke.S ;sfnk oyj,a ld,fha lEu yd j;=r mdkh 

fkdlr isáhs' tfukau fï ld,h ;=< l=rdKh lshùu fuka úfYaIs; jQ 

foaj fufyhka wdoS j;dj;a lrkq ,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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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일요일마다 가요.

 ②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③ 주말에는 집에서 쉬어요.

 ④ 성당에서 미사를 드려요.

5.  ① 성경을 읽으세요.

 ② 저는 불교 신자예요.

 ③ 저는 매일 기도해요.

 ④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2.

3.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fï mqoa.,hd fldfyaao hkafka@ 

①  ②  ③  ④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fï mqoa.,hd fudlo lrkafka@ 

①  ②  ③  ④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fï mqoa.,hd ljqo@

①  ②  ③  ④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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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②                     ③                     ④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일요일마다 가요.  

 ②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③ 주말에는 집에서 쉬어요. 

 ④ 성당에서 미사를 드려요.       

5. ① 성경을 읽으세요.  

 ② 저는 불교 신자예요.

 ③ 저는 매일 기도해요.  

 ④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Track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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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81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 isg 3 olajd we;af;a mska;=rh foi n,d .e<fmk ms<s;=r f;dark m%Yakh fõ' 

Y%jKhg m%:ufhka m%Yak lshjd n,kak'

my; oelafjkafka .e<fmk ms<s;=r f;dark m%Yakh fõ' Y%jKhg m%:ufhka 

ms<s;=r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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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절에 다닙니다. mkai,g hkjd'  

 ② 남: 성당에 다닙니다. lf;da,sl m,a,shg hkjd'  

   ③ 남: 교회에 다닙니다. m,a,shg hkjd'

   ④ 남: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uqia,sï m,a,shg hkjd'

2. ① 여: 기도를 합니다. hdÉ[d lrkjd'

 ② 여: 코란을 읽습니다. l=rdkh lshjkjd'

 ③ 여: 찬송가를 부릅니다. .S;sld .dhkd lrkjd' 

 ④ 여: 성지 순례를 갑니다. jkaokd .uka hkjd' 

3. ① 남: 스님입니다. iajdóka jykafia fõ' 

 ② 남: 신부님입니다. u,ú;=ud fõ'

 ③ 남: 목사님입니다. mQcl;=ud fõ'

 ④ 남: 이맘입니다. uqia,sï mQcl;=ud fõ'

4. 남: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fudksld uy;añh ljod m,a,shg hkjo@

5. 여: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ñkaiq uy;auhdf.a wd.u fudllao@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①   3. ①   4. ①   5. ②

정답    1. ④   2. ①

[1~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 .e,fmk ms<s;=r f;darkak'

1. ① 한국에 가고 싶어요. ② 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③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④ 제조업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2.  ① 네, 퇴근하고 매일 해요. ② 네, 피곤해서 주말에는 쉬어요.

 ③ 아니요, 좋아해서 자주 해요. ④ 아니요, 친구하고 운동을 할까 해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25

1. 남: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fldßhdjg .shfyd;a l=uk /lshdjla lrkako leu;s@

2. 남: 건우 씨는 저녁마다 운동을 해요?	fldkajq uy;d yjia jrejla mdidu jHdhdu lrkjd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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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foi n,d .e,fmk jdlH f;darkak'

   25과_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23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절입니다.

  ② 성당입니다.

  ③ 사원입니다.

  ④ 교회입니다. 

2.  ①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②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③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④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3. 이 사람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아딧 씨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면 이태원에 

있는 사원에 갑니다. 코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이슬람교

4.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수피카 씨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가도 부릅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① 기도를 합니다.  ② 성경을 읽습니다. 

③ 찬송가를 부릅니다.       ④ 성지 순례를 갑니다.

5.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절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가까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도 기도를 하러 절에 갔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신데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자주 절에 갑니다.   ② 부처님을 믿습니다.

③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④ 지난 주말에 절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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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절입니다.

  ② 성당입니다.

  ③ 사원입니다.

  ④ 교회입니다. 

2.  ①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②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③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④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3. 이 사람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아딧 씨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면 이태원에 

있는 사원에 갑니다. 코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이슬람교

4.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수피카 씨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가도 부릅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① 기도를 합니다.  ② 성경을 읽습니다. 

③ 찬송가를 부릅니다.       ④ 성지 순례를 갑니다.

5.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절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가까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도 기도를 하러 절에 갔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신데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자주 절에 갑니다.   ② 부처님을 믿습니다.

③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④ 지난 주말에 절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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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① 절입니다.

② 성당입니다.

③ 사원입니다.

④ 교회입니다.

①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②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③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④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m%Yak j,g ms<s;=re imhkak'

3.  이 사람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fï mqoa.,hdf.a wd.u fudllao@

 

아딧 씨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면 이태원에 있는  

사원에 갑니다. 코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합니다.

wÈ;a uy;aud bkaÿkSishdkq cd;slhla fõ' osklg 5 jrla hdÉ[d lrhs' fj,dj ;sfí kï 

bf:fjdkaj, ;sfnk m,a,shg hhs' l=rdkh Wkkaÿfjka lshjñka mdvï lrhs'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이슬람교

4.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fï mqoa.,hd m,a,sfhaoS fkd lrk foaj,a f;darkak'

 

수피카 씨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가도 부릅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fidmshd uy;añh yeu bßodu m,a,s hkjd' foúhka jykafiag hdÉ[d lr nhsn,h lshjkjd' 

msh;=ukaf.a foaYkhg ijkaoS .S;sld;a .dhkd lrkjd' f;ajdj wjika jq miq hdˆjk iuÕ oj,a 

wdydr .kakjd'

     ① 기도를 합니다.  ② 성경을 읽습니다. ③ 찬송가를 부릅니다.  ④ 성지 순례를 갑니다.

5.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fuu mqoa.,hd ms<sn|j jk meyeos,s lsßug fkd .e,fmk foh f;darkak'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절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가까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도 기도를 하러 절에 갔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신데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uu fn!oaOd.ñlfhla fõ' mkai,g ks;ru hkak neß jqk;a jkaokd udk lrkak ´k jq úg <Õ 

we;s mkai,g f.dia je÷ï ms÷ïs lrkjd' .sh i;sfhaoS;a jkaokd udk lrkak mkai,g .shd' .fï 

bkak ;d;a;dg álla ikSm ke;s ksid blaukska iqj fjkjd kï fyd|hs'

     ① 자주 절에 갑니다.   ② 부처님을 믿습니다.

     ③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④ 지난 주말에 절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④   5. ①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 isg 2 olajd we;af;a mska;+rh foi n,d .e,fmk jdlH f;dark m%Yakh fõ' 

uq,skau bf.k .;a jpk u;la lrñka ms<s;=re imhkak'

my; oelafjkafka  wd.ñl l%shdldrlï yd iïnkaO fPaohs' bf.k .;a jpk yd 

jHdlrK u;la lrñka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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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②   3. ③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u .e,fmk ms<s;=r f;darkak'

1.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모든 사람이 회의에 참석해

야 됩니다.

wo yji /iaùula ;sfhkjd' th jeo.;a /iaùula ksid iEu fokdu iyNd.S úh hq;=hs'

 ① 회의라서  ② 회의냐고

 ③ 회의거든  ④ 회의여도

2.

 

한 달 후면 설날입니다. 작년에는 설날에 혼자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

udihlg miqj w¨;a wjqreÿ Èkhhs' miq.sh wjqreoafoa kj jif¾§ ;kshu ysáh;a fï j;dfõ 

mjqf,a wh iuÕ .; lrkak ;snqKfyd;a fydohs'

 ① 보낸 적이 있습니다  ②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③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④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

 

저는 한국에 가면 축산 농가에서                             . 고향에서 소를 기르고 있기 때

문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uu fldßhdjg .shfyd;a i;aj f.dúm<l jev lrkjd kï fyd|hs'	.fï§ .jhka we;s lrñka 

bkak ksid fyd¢ka lghq;= lrkak mq¿jka úYajdihla ;sfhkjd'

 ① 일하기 쉽습니다  ② 만나기 쉽습니다

 ③ 일하면 좋겠습니다  ④ 만나면 좋겠습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jH[ack j,ska wjidk jk wlaIrdKq msgqmiska iajrhla meñfKk wjia:dfõ wjidk 

jH[ack wlaIrh B<Õg fhfok wlaIrfha uq,g iïnkaO lr WÉpdrKh lrkq ,nhs'

(1) 음악, 녹음, 한국어 (2) 옷이, 꽃을, 낮에

(3) 책을 사요. (4) 꽃이 피었어요.

(5) 음악이 재미있어요.

발음 WÉpdrKh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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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wkqms<sfj, .ek l:d lsÍu	$ ;ykï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ㄴ 후에, –지 마세요

□ jpk Ndú;h ioyd Wmfoia  YÍrfha fldgia"  ,laIK 

□ ixialD;sl f;dr;=re	 m%:udOdr fmÜáh 

26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wdydrf.k wjika jQ miq fï fnfy;a fndkak

약사  어떻게 오셨어요? l=ula i|ydo meñKsfha@ 

바루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T¨j ßfok ksid wdfõ'

약사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ljo bokao wudrej we;s jqfKa@   

바루  어젯밤부터요.  
어제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어요. 

  Bfha ? boka' Bfha yji ld¾hd,Sh ñ;=rka iuÕ wdydr .kak  

.sh ksid u;ameka álla ìõjd'

약사  아,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wd" u;ameka ìõj ksid tfyu fjkak we;s'  

? lEug miqj fï fnfy;a fndkak'

바루  네, 감사합니다. fyd|uhs’ ia;+;Shs' 

부터 isg 

ld,h yÕjk kdumohg 

msgqmiska fhdod hï l%shjl 

wdrïNh meyeÈ,s lrhs'

· 아침부터 배가 아파요.

   WoEik isg nv ßfokjd' 

· 내일부터 다른 공장에서  

일해요.
   fyg isg fjk;a wdh;kh  

/lshdjg hkjd'

1. 바루 씨는 왜 약국에 갔어요? mdre uy;d fnfy;a Yd,djg .sfha l=uk fya;=jla ksido@ 

2. 바루 씨는 언제부터 아팠어요? mdre uy;d ljod isg wikSmj isáfha o@

정답   1. 머리가 아파서 갔어요.  2. 어젯밤부터 아팠어요.

때문에 ksid 

bÈßmi kdu moh miq l%shdfõ 

fya;=j jkúg Ndú;d lrkq 

,nhs'

· 비 때문에 길이 복잡해요.

  j¾Idj ksid ud¾.h 

ixlS¾K ù we;'

· 일 때문에 바빠요.

   /lshdj ksid ld¾hnyq,  

h'

대화 1  ixjdoh 1
Track 82

mdre fnfy;a Yd,djg .sfha l=ula i|yd o@ uq,skau ixjdohg fojrla ijka oS 

wkq.ukh lr lshjkak'

fydÈka ijkaoS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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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ysi 

귀 lk  

얼굴 uqyqK

눈 wei 

코 kyh

입 lg

어깨 Wrysi 

팔 Ndyqj^  Wrysi je,ñg  

w;r fldgi& 
손 w; 

몸 YÍrh 

배 nv  

무릎 oKysi  

다리 ll=, 

발 hám;=,$wäh

손가락 weÕs,s 

허리 bk 

목 W.=r 

발목 j<¨ lr 

손목 ueKsla lgqj 

mska;+rhg n,d Bg .e,fmk jpkh fldgqfjka f;dard ,shkak '

23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따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atch the appropriate words to the pictures.

2. 위의 그림을 보면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using the picture above. 

3. 대화에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우리 주말에 뭐 할까요?

 나: .                        

 ① 쇼핑을 한 후에 영화를 봐요    

 ② 영화를 본 후에 쇼핑을 해요     

2) 가: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나: .

 ①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② 약을 먹은 후에 밥을 드세요 

 쇼핑하다 → 영화를 보다  

밥을 먹다 → 약을 먹다

10)

8)

1)

3)

5)

7)

9)

머리

눈

코

배 

귀

다리

팔

어깨

목

발

보기

약사: 어디가 아프세요? 

환자: 머리가 아파요.
보기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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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1)

3)

5)

7)

9)

2)

4)

6)

8)

10)

보기

머리

눈

코

배

귀

다리

팔

어깨

목

발

정답     1) 머리  2) 눈  3) 코  4) 귀   5) 목  6) 어깨  7) 팔  8) 배  9) 다리  10) 발

어휘 1  jpk ud,dj 1 신체 YÍrfha fldgia 

wm YÍrfha tla tla wjhj yd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o@ 

by; jpk ud,dj fkdn,d my;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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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ï lsis l%shdjla wjika jQ miqZ hk w¾:fhka fhdod.kq ,nk w;r" l%shdmo iu. muKla 

iïnkaO fõ'

자음(jH[ack) → -은 후에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ㄴ 후에

먹다 → 먹은 후에   
보다 → 본 후에

만들다 → 만든 후에

·가: 언제 영화 보러 갈 거예요? ljoao Ñ;%máh n,kak hkafka@ 

 나: 일이 끝난 후에 가려고 해요. jev bjr jqkdg miafia hkak lsh,d ys;df.k bkakjd' 

·가: 이 약은 언제 먹어야 돼요? fï fnfy;a ljoao fndkak ´k@ 

 나: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n;a lEjg miafia fndkak' 

‘후에’ hkak kdu ‘moh ¬	후에’ hk jHqyfhka kdumohla iu. iïnkaO lr fhdod.kq ,nhs'

·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lEfuka miq kej;;a /iaùu mj;ajkjd'

·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 /lshdfõ jev bjr jqkdg miafia fudkjo lrkafka@

가: 우리 주말에 뭐 할까요? wms i;s wka;g fudlo lrkafkA@  

나:                                 . 
쇼핑하다 → 영화를 보다

밥을 먹다 → 약을 먹다
가: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fï fnfy;a fldfyduo fndkak ´k@ 

나:                                 . 

2. 대화에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ixjdohg jvd;a ksjerÈ ms<s;=r f;darkak'

1)

① 쇼핑을 한 후에 영화를 봐요

② 영화를 본 후에 쇼핑을 해요

① 밥을 먹은 후에 약을 드세요

② 약을 먹은 후에 밥을 드세요

2)

정답   1) ①  2) ①

문법 1  jHdlrK 1 -(으)ㄴ 후에 G26-1

‘-(으)ㄴ 후에’ wjfndaO jqKd o@ m%Yak i|yd .e,fmk ms,s;=r f;dard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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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  어디가 불편하세요? 
 fldfyao wikSmh$wudrej@  

모니카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wo Wfoa boka nv ßfokak wrka nv.shd 

^mdpkh&' 

약   사  아침에 뭘 드셨어요? 
  Wfoag fudkjo lEfõ@ 

모니카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mdka ld,d lsß ìõjd kuq;a lsß j, ri álla 

fjkia'

약   사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

품은 먹지 마세요.  
  tfykï fï fnfy;a fndkak' 

ta jf.au wo lsß wdydr lEfuka j,lskak' 

모니카  네, 알겠습니다. 
  Tõ" f;areKd'

뭘 fudkjd o@

뭐 + 를 = 뭐를 = 뭘  

· 주말에 뭘 했어요?

  i;s wka;fha § lf<a 

fudkjd o@

· 뭘 먹고 싶어요?

  lkak leu;s  

fudkjd o@

그리고 ;jo   

tlsfkl hï iïnkaO;djhla 
we;s jdlH folla fm<.
iajd tla lr ,sùfï § Ndú;d 
lrkq ,nhs'

· 저는 빵을 좋아해요.  
그리고 라면도 좋아해요.

  uu mdka j,g leu;shs' 
tjf.au kQâ,ia j,g;a 
leu;shs'

정답   1. 빵하고 우유를 먹었어요.  2. 아침부터 배가 아팠어요.

1. 모니카 씨는 아침에 뭘 먹었어요? fudksld fukúh WoEik wdydrhg fudkjdo .;af;a@

2. 모니카 씨는 언제부터 배가 아팠어요? fudksld fukúh ljod b|ka nfâ wudrej ;snqKd o@

대화 2  ixjdoh 2
Track 83

fudksld fukúh fnfy;a Yd,djg .shd' fnfy;a Yd,djg l=ula i|yd hkak 

we;s o@ m,uqj foni fojrla fyd¢ka wid wkq.ukh lr lshjkak'

fydÈka ijka oS wkq.ukh l,do@ tfia 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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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걸리다
fyïìßiaidj yefokjd 

열이 나다
WK yefokjd 

기침을 하다
leiai yefokjd 

콧물이 나다
fidgq Èhr .,kjd 

배탈이 나다
nv ßfokjd$nfâ wudrej 

설사를 하다
nv hkjd$mdpkh 

소화가 안 되다
wð¾Kh 

토하다
jukh hkjd 

손을 베다
w; lefmkjd 

손을 데다
w; msÉfpkjd 

발목을 삐다
j<¨lr W¨lal= fjkjd 

다리가 부러지다
ll=, lefv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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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with the appropriate expressions.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①     ㉠

②     ㉡

③     ㉢

④     ㉣

⑤     ㉤

1) 가: 발목을 삐었어요.

 나: .

① 많이 걷지 마세요 

② 밥을 먹지 마세요  

2) 가: 열이 나고 콧물이 많이 나요.

 나: .

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② 오늘은 기침을 하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다

손을 데다

기침을 하다

열이 나다

발목을 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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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iïnkaO lrkak'

㉠ 소화가 안 되다 ㉡ 손을 데다 ㉢ 기침을 하다 ㉣ 열이 나다 ㉤ 발목을 삐다

① ⑤② ③ ④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2  jpk ud,dj 2 증상	,laIKh 

frda. ,laIK yd iïnkaO m%ldYk fudkjdoehs oek .ksuq'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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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ixjdo lshjd .e<fmk ms<s;=r ,l=Kq lrkak'

1) 
가: 발목을 삐었어요. j<¨ lr W¨lal= jqKd'

나:                                                     . 

     ① 많이 걷지 마세요  ② 밥을 먹지 마세요

2)
 

가: 열이 나고 콧물이 많이 나요.  WK yeÈ,d fidgq Èhr f.dvla .,kjd' 

나:                                                     .  

     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② 오늘은 기침을 하지 마세요

‘;ykï$fkdl< hq;=hsZ hk w¾:h fok úOdk m%ldYkhls' l%shdmo iu. muKla iïnkaO 

fõ'

· 가: 열이 많이 나니까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WK f.dvla ;sfhk ksid wo t<shg hkak tmd'

    나: 네, 알겠습니다. Tõ' f;areKd'

· 가: 소화가 안 되고 계속 토해요. lEu Èrjkafka ke;sj È.gu jufka hkjd'

    나: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밥을 먹지 마세요. fï fnfy;a fndkak' ta jf.au wo n;a lkak tmd' 

1. 가: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

 나: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우유를                                         .

2. 가: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나: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를                                         .

정답   1. 드시지 마세요  2. 타지 마세요

정답   1) ①  2) ①

문법 2  jHdlrK 2 -지 마세요 G26-2

‘-지 마세요’ ms<sn|j wjfndaO jqKdo@ m%Yakj,g .e<fmk ms<s;=r f;dard foni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o@ ‘-지 마세요’ Ndú;d lr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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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약국에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Tiqief,a§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l;d lr,d n,kak'

정답   1) 환자: 계속 토해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밥을 먹지 마세요.

 2) 환자: 손을 데었어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요리를 하지 마세요.   

 3) 환자: 계속 설사를 해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마세요.  

 4) 환자: 발목을 삐었어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많이 걷지 마세요.

240   한국어 표준교재

손을 데었다

발목을 삐었다

활동

보기

1) 2)

3) 4)

약국에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at a pharmacy.

환자: 열이 많이 나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열이 많이 나다

계속 토하다

계속 설사를 하다

밖에 나가다

밥을 먹다

아이스크림을 

먹다

요리를 하다

많이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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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데었다

발목을 삐었다

활동

보기

1) 2)

3) 4)

약국에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conversations at a pharmacy.

환자: 열이 많이 나요.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열이 많이 나다

계속 토하다

계속 설사를 하다

밖에 나가다

밥을 먹다

아이스크림을 

먹다

요리를 하다

많이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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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열이 많이 나요. 

frda.shd( WK f.dvla yeÈ,d' 

약사: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T!IOfõoshd(   n;a lEjg miqj fï fnfy;a 

fndkak' ta jf.au msg;g hdfuka 

j<lskak'열이 많이 나다 WK f.dvla yeÈ,d 

밖에 나가다
msg;g hkjd  

밥을 먹다
n;a lkjd 

아이스크림을

먹다
whsial%Sï lkjd 

요리를 하다
Whkjd 

많이 걷다
f.dvla weúÈkjd 

1) 

3) 

2) 

4) 

계속 토하다 È.gu jukh lrkjd 

계속 설사를 하다 È.gu mdpkh$nv hkjd 

손을 데었다 w; msÉpqKd 

발목을 삐었다 j<¨ lr W¨lal= jqKd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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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비상약
m%:udOdr fmÜáh

✚구급함 m%:udOdr

붕대 fj¨ï má 연고 wdf,amk 

파스 fõokd iyk ma,diag¾ 

밴드 ma,diaála nekafâÊ 

반창고 ma,diag¾ 

소독약 úIîc kdYl 

안약 weig odk fnfy;a 

영양제 

úgñka ^fmdaIKh iemhqu&  

알약 fnfy;a fm;s 

✚약국이 문을 닫으면? Tiq ie, jeyqfjd;ska@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약을 사야 하는데 약국이 문을 닫았으면 편의점에서도 가정 비상약을 살 수 있

습니다. 편의점에는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파스, 연고와 같은 약이 있습니다.

uy ?g fyda ksjdvq ojia j, w;HjYHh fnfy;a ñ<g .kak fidhk úg Tiqie, jid ;snqfKd;a 

fj<oie,a j,;a w;HjYHh fnfy;a ñ<g .kak ;sfhkjd' fj<oie,a j, fiïm%;sYHdg fndk 

fnfy;a" nfâ wÔrKhg fndk fnfy;a" fõokd kdYl fnfy;a" WK wvqfjk fnfy;a" fõokd iyk 

ma,diag¾" wdf,amk wd§ fnfy;a jar. ;sfí'

감기약
fiïm%;sYHdg fndk 

fnfy;a 

소화제
nfâ wÔrKhg fndk 

fnfy;a 

진통제
fõokd kdYl fnfy;a 

해열제
WK wvq ùug fndk 

fnfy;a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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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fï mqoa.,hdf.a fldfyao ßfokafka@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fï mqoa.,hf.a frda. ,laIK fldfyduo@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fï mqoa.,hdf.a fldfyao ;=jd, jqfKa@ 

 ①  ②  ③  ④

tlu ixjdohlg ijka§ m%Yak fol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fï fldfyao@ 

 ① 약국  ② 식당

 ③ 은행  ④ 백화점

5.  남자는 어디가 아픕니까? msßñ mqoa.,hdf.a wikSmh l=ulao@

 ① 콧물이 많이 납니다.  ②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납니다.

 ③ 아침부터 소화가 안 됩니다.  ④ 밥을 먹은 후에 설사를 했습니다.

242   한국어 표준교재

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약국  ② 식당 

③ 은행  ④ 백화점

 5. 남자는 어디가 아픕니까?  

① 콧물이 많이 납니다.  ②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납니다.  

③ 아침부터 소화가 안 됩니다. ④ 밥을 먹은 후에 설사를 했습니다. 

Track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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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84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 isg 3 olajd we;af;a mska;+rh n,d jvd;a .e,fmk ms,s;=r f;dark m%Yak fõ' 

Y%jkh lsÍug fmr m%Yak tla jrla lshjd n,kak'

my; we;af;a jvd;a .e,fmk ms,s;=r f;dark m%Yak fõ' m%Yakj,g ijkaoSug fmr 

ms<s;=re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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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팔이 아픕니다. w;a ßfokjd' ② 남: 이가 아픕니다. o;a lelal=uhs' 

 ③ 남: 머리가 아픕니다. T¨j ßfokjd'  ④ 남: 다리가 아픕니다. mdoh ßfokjd' 

2. ① 여: 토를 합니다. jukh lrkjd' ② 여: 콧물이 납니다. fidgq Èhr .,kjd' ^fyïìßiaidj& 

 ③ 여: 기침을 합니다. leiai ;sfnkjd'  ④ 여: 설사를 합니다. nvhkjd' ^mdpk ;;ajhla& 

3. ① 남: 손을 데었습니다. w; msÉpqKd' 

 ② 남: 손을 베었습니다. w; lemqkd'

 ③ 남: 발목을 삐었습니다. j<¨ lr W¨lal= jqkd' 

 ④ 남: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mdoh ì£f.dia we;' 

4-5. 여: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idorfhka ms<s.kakjd' l=ula i|ydo meñKsfha@

 남: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WK iuÕ T¨j ßfokjd' 

 여: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ljod isgo WK .;sh ;snqfka@

 남: 아침부터 그랬어요. WoEik isg ;snqkd' 

 여: 여기 약을 드릴게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fukak Tnf.a fnfy;a' lEug miqj fndkak' 

 남: 네, 알겠습니다. Tõ f;arekd'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②   3. ①  4. ①  5. ②

정답    1. ④   2. ①

[1~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my; m%Yakhg ijka oS .e,fmk ms<s;=r f;darkak'

1. ① 배가 많이 아파요. ② 오후에 병원에 가야 해요.

 ③ 어제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④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2.  ① 식사 후에 드세요. ②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③ 약을 먹은 후에 드세요. ④ 당분간 술은 마시지 마세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26

1. 남: 건우 씨, 왜 배탈이 났어요? fldkajq uy;a;hd" wehs nfâ wudrejla yeÿfka@

2. 남: 이 약은 언제 먹어야 돼요?	fï fnfy;a .; hq;af;a ljodo $ lShg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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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 2 Sore.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가: 리리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s,S uy;auhd" f.dvdla wiksfmka jf.a'

나:                    에 걸렸어요. 목도 아프고 열도 나요.   
 ^fyïìßiaidj& yeÿkd' W.=r;a ßfokjd tajf.u WK;a yeÈ,d'

     ① 콧물  ② 기침  ③ 감기  ④ 배탈

2.

 

가:  리한 씨, 제가 손을 베었는데 혹시                    있어요?  

 ßydka uy;d" uf.a w; lemqkd Tn;=ud ,Õ ^wdf,amkhla& ;sfhkjd o@

나: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Tõ" fmdâvla /§ isákak'

     ① 파스  ② 연고  ③ 소화제  ④ 해열제

3.

 
가:                                                                ? 

나:  아침부터 계속 설사를 해요. WoEik isg mdpkh'

     ① 누가 아파요   ② 어디가 아프세요

     ③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④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4. 김지수 씨는 하루에 약을 몇 번 먹어야 합니까?  

  lsïðiq uy;auhd ojilg fnfy;a lS ierhla  

fndkak wjYHo@

 ① 한 번 ② 두 번

 ③ 세 번 ④ 네 번

5.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lshjQ wka;¾.;fhys woyig iudk ms<s;=r f;darkak'

 ① 모니카 씨는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② 모니카 씨는 오늘 회사에 갈 것입니다.

 ③ 모니카 씨는 어제 약국에 못 갔습니다. ④ 모니카 씨는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팠습니다.

my; m%Yak j,g ms<s;=re imhkak'

[4~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반장님, 모니카예요. 오늘 너무 아파서 회사에 못 갑니다. 어제 저녁부터 배가 아프고 계속 설사를 했어요. 

어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 아직도 아파요. 오늘 아침에는 열도 나서 오늘은 쉬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m%Odks;=ud" uu fudksld" wo f.dvla weÕg wudre ksid ld¾hd,hg hkak fjkafka keye' Bfha 

yji isg nfâ rsfokjd iy mdpkh' Bfha *duisfhka fnfy;a ñ<g wrka ìõj;a ;ju;a wurehs' 

wo Wfoa WK yeÿK ksid wo úfõl .kak lsh,d' iudfjkak'

  김  지  수   님
 lsïðiq uy;d

 용법 :   하루     3    회    2 일분
 Ndú;h    ojig 3 jrla ne.ska Èk folla'

    매 식후     30    분 복용
  lEfuka úkdä 30lg miqj' 

         1    회    1    포씩 복용
  tla jrlg tl fm;a; ne.ska wdydrhg .kak' 
 2014  년   6 월  12일
 12$06$2014

내복약 fndk fnfy;a j¾.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③  5. ④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 isg 3 olajd we;af;a foni lshjd ysia;ekg .e,fmk m%ldYh f;dark m%Yak fõ' 

by; bf.k .;a m%ldY wdj¾ckh lrñka ms,s;=re imhkak'

wxl 4 fnfy;a ;=kavqjla jk w;r wxl 5 flá mKsúvhls' bf.k .;a jpk iy 

jHdlrK wdj¾ckh lrñka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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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④   3. ③   4. ③

[1~3]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Tnf.a j<¨lr levqk úg weúÈkafka ke;sj jdä ù úfõl .; hq;=hs' tfukau j<¨lr ;ejk 

tl  fydohs'

 ① 그러나 ② 그리고 ③ 그래서 ④ 그러면

2.

 

건우 씨가 계단에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

니다.

lkajq uy;d mäfm<ska jeà ll=,g ;=jd, jqKd'tu ksid frday,g f.dia m%;sldr ,enqjd'

 ① 돌아가서 ② 먹어봐서 ③ 시작해서 ④ 넘어져서

3.

 

식사를 준비하다가 칼에 손을                . 다행히 피가 많이 나지 않아서 밴드를 붙였

습니다.

lEu yoñka iaák úg msyshg	w; lemqKd' jdikdjg fuka jeämqr f,a fkd.sh ksid 

me,eia;rhla oeuqjd'

 ① 걸렸습니다 ② 데었습니다 ③ 베었습니다 ④ 토했습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오래 되었거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쉽습니다. 배탈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

는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토하거나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merKs fyda krla jQ wdydr wkqNj lrkafka kï nfâ wudrejla we;sùug bv we;' nfâ wudrejla  

we;sùug úúOdldr frda. ,ËK ;sfnk w;r nfâ lelal=u iy mdpkho olakg ,efí' oreKq 

jqjfyd;a jukh yd ysiroh we;s fõ'

 ① 감기 예방  ② 두통 치료

 ③ 배탈 증상  ④ 소화 불량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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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wjYH;djhka .ek l;d lsßu	$ frda. ,laIK 

wid oek.ekS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면, –ㅂ/습니까, –ㅂ/습니다

□ jpk Ndú;h ioyd Wmfoia frday," m%;sldrh 

□ ixialD;sl f;dr;=re	 	úfoaYSh lïlrejka i|yd jQ m%;sldr f;dr;=re 

27 어디가 아프십니까?
fldfyao ßfokafka@

정답   1. 발목이 아파요.  2.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요.

리한  투안 씨, 걷는 게 왜 그래요? 
 ;=jdkaa uy;auhd" weúÈk úosy wehs fï@  

투 안  발목이 좀 아파요. 
 j<¨ lr álla rsfokjd'

리 한  발목을 삔 거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 보세요. 

  j<¨lr W¨lal= fj,d jf.a fkfjhso@  

blaukska frday,g .syska n,kak' 

투 안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fï lsÜgqj frday,la ;sfhkjo@  

리 한  지하철역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Wux ÿïßhm, lsÜgqj úl,dx. iy levqï ìÿï frday,la 

;sfhkjd' 

투 안  내일 아침에도 아프면 가 볼게요. 고마워요. 
  fyg Wfoag;a wudre jqfKd;a .syska n,kakï" ia;=;shs' 

게 

것이 = 게 
l:d lroa§ Ndú;d lrhs'

·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fldßhka wdydr ms<sfh, 

lrk tl wudrehs'

·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c,h fyd¢ka mdkh lrk 

tl YÍrhg b;du;a 

ys;lrhs'
근처에 <Õ

· 우리 집 근처에 식당이  

많아요.
  wfma ksji <Õ wdmkYd,d 

úYd, m%udKhla we;'

· 회사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ld¾hd,h <Õ nexl=jla  

;sfí o@

1. 투안 씨는 어디가 아파요? ;=wdka uy;dg we;s wikSmh l=ula o@

2. 정형외과가 어디에 있어요? úl,dx. wxYh ;sfnkafka fldfyo@

대화 1  ixjdoh 1
Track 85

my; we;af;a ;=jdkaa iy ßydka w;r we;s jQ fonihs' m,uqj fojrla ijka §  

bkamiqj wkq.ukh lr lshjd n,kak'

fydÈka ijka§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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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wNHka;r frda. 

iïnkaOj úfYaI{ 

frday, 

치과
oka; iïnkaOj  

úfYaI{ frday, 

정형외과
úl,dx. iy levqï ìÿï  

iïnkaOj úfYaI{ frday, 

안과
weia iïnkaOj  

úfYaI{ frday, 

이비인후과
W.=r lK kdih iïnkaO  

úfYaI{ frday, 

산부인과
m%ij iy kdß 

iïnkaO úfYaI{ 

frday, 

피부과
p¾u frda.^yu& 

iïnkaO úfYaI{ 

frday,  

소아과
<ud frda. úfYaI{ 

frday, 

24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①     ㉠

②     ㉡

③     ㉢

④     ㉣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으)면.’

1) 감기에  내과에 가 보세요. 

2) 얼굴에 뭐가  피부과에 가 보세요.

3) 다리가  정형외과에 가야 해요.

보기 나다                        걸리다                        부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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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연결하세요. mska;=r foi n,ñka .e,fmk fhÿu yd hdlrkak'

①

②

③

④

㉠

㉡

㉢

㉣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jpk ud,dj 1 병원 frday, ^ffjoH uOHia:dkh&

frday, iuÕ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o@  

by; jpk ud,dj fkdn,d my; m%Yak 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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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ysia;ek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으)면’	Ndú;d lrñka jdlH iïmQ¾K 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감기에                                      내과에 가 보세요.

2) 얼굴에 뭐가                                      피부과에 가 보세요.

3) 다리가                                      정형외과에 가야 해요.

나다     걸리다     부러지다

bosrsfhka we;s wka;¾.;h isÿfjkjd kï th Bg msgqmiska lshfjk wka;¾.;h isÿùug 

fldkafoaishla fjkjd hkak m%ldY lsrSug Ndú;d lrhs' l%shdmo iy úfYaIK mo iu`. 

iïnkaO l< yel' 

자음(jH[ack) → -으면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면

읽다 → 읽으면
만나다 → 만나면

살다 → 살면

· 가: 머리가 좀 아프네요. T¿j álla ßfokjd'

 나: 많이 아프면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f.dvla ßfokjd kï l,ska .sys,a,d úfõl .kak'

· 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fõ,dj ;sfhkjd kï tlg Ñ;%máhla n,kak huqo@

 나:  좋아요. 요즘 무슨 영화가 재미있어요? fyd|hs' fï ojiaj, fldhs Ñ;%máho fyd|@

‘(으)면’	‘hkak iS;,h	(춥다)’, ‘riafkhs (덥다)’, ‘±ú,a,hs (맵다)’ hkdÈh kshufhka fjkia jQ l%shd 

jdplhla jk ‘ㅂ’  iuÕ iïnkaO ù	‘추우면,  더우면, 매우면’ iajrEmhg m;a fõ'

· 더우면 에어컨을 켜세요. riafk jqfkd;a jdhqiólrKh l%shd;aul lrkak'

· 음식이 매우면 말씀하세요. lEu ±js,a, jqfkd;a lshkak'

· 가: 사무실이 춥네요. ld¾hd,h iS;,hsfka'

 나: 추우면 문을 닫을까요? iS;,hs kï fodr jykako@

정답   1) 걸리면  2) 나면  3) 부러지면

문법 1  jHdlrK 1 -(으)면 G27-1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아무거나 잘 먹어요. ́ kEu fohla fyd¢ka lkjd'

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leu;su fldßhka wdydrh l=ulao@ 

나: 아무거나 잘 먹어요. ´kEu fohla fyd¢ka lkjd'

‘-(으)면’ ms<sn| wjfndaO jqKdo@ tfiakï .e,fmk m%ldYh f;dard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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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어디가 아프십니까? 
 fldfyao wudrej@ ^wikSmh&  

투 안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Bfha mäfmf<ka jeá,d j<¨lr ;=jd, jqKd' 

의 사  어디 봅시다. 여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flda n,kak" fu;k ;o l,du fldfyduo@  

투 안  아, 너무 아파요. 
  wd" f.dvla ßfokjd' 

의 사  발목을 삐었네요.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j<¨lr W¨lal= fj,d" fndk fnfy;a iy fõokd 

iyk ma,diag¾ fokakï' kuq;a j<¨lr W¨lal= 

fjÉp ksid f.dvla weúÈkafka ke;sj jdäfj,d 

úfõlSj bkak'	ta jf.au ;ejqï lsÍu fydohs' 

투 안  네, 알겠습니다. 
 Tõ" f;areKd'

어디 봅시다 flda n,kak

hï fohla mßlaId lsÍug 

m%:u Ndú;d lrk m%ldYhls' 

· 어디 봅시다. 열이 많이  

나네요.
  flda n,kak' WK fyd|gu 

jeãfka'

· 어디 봅시다. 그림을 참  

잘 그렸네요.
  flda n,kak" Ñ;%h fyd¢ka 

we|,dfka'

1. 투안 씨는 왜 발목을 다쳤어요? ;=wdka Tyqf.a j<¨lrg ;=jd, lr .;af;a wehs@ 

2. 발목이 다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j<¨lr ;=jd, jQ úg l< hq;af;a l=ula o@

정답   1.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2.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해요.

대화 2  ixjdoh 2
Track 86

그런데 tal fkfuhs" flfia 

fj;;a" kuq;a 

l,ska l;d lrñka isá fohg 
m%;súreoaO fohla m%ldY lsÍfï  
§ fyda ud;Dldj fjkia lsÍfï  
§ Ndú;d lrkq ,nhs'

· 리한 씨, 어제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리한 씨  
동생은 요즘 뭐 해요?

  ßydka uy;d" Bfha Woõjg 
fndfydu;au ia;+;shs' tal 
fkfuhs" ßydka uy;df.a u,a,S 
fï Èkj, fudlo lrkafka@

· 나는 늦게 잠을 자요.  
그런데 내 방 친구는 일찍  
자요.

  uu ksod.kakd úg m%uo fõ' 
kuq;a uf.a ldurfha isák 
ñ;=rd fõ,dikska kskaog  
hhs'

;=jdka frday,g .shd' m<uqj ;=jdka iy ffjoHjrhd iuÕ we;s jQ fonig 

fojrla fyd¢ka ijka fokak'

oeka ffjoHjrhd iy ;=wdka w;r we;s jQ foni kej; lshjkak' fyd¢ka wid 

kej; lsfhõjdo@ tfiakï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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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하다
m%;sldr lrkjd 

수술하다
ie;alula lrkjd 

주사를 맞다
fnfy;a úÈkjd 

약을 먹다
fnfy;a fndkjd 

소독을 하다
úIîc kdYl j,ska  

msßisÿ lrkjd 

밴드를 붙이다
ma,diag¾ w,jkjd 

연고를 바르다
fnfy;a wdf,amk 

.dkjd 

파스를 붙이다
fõokd iyk ma,diag¾ 

w,jkjd 

찜질을 하다
 ;ejqï m%;sldrh lrkjd 

붕대를 감다
nekafâÊ j,ska 

T;kjd 

주무르다
iïNdykh lrkjd 

깁스를 하다
 ma,diaála nekafâÊ 

T;kjd

보기      소독을 하다     붕대를 감다     주사를 맞다     찜질을 하다     주무르다     파스를 붙이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n,d Bg .e,fmk jpkh fldgqfjkaa f;dard ,shkak '

   27과_어디가 아프십니까?  249

연습 2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

① 주사를 맞았습니다    

②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2) 가: 발목을 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

①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② 정형외과에 가 보는 게 좋습니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4)

2)

5)

3)

6)

소독을 하다 주사를 맞다 주무르다              

붕대를 감다 찜질을 하다 파스를 붙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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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5)

3)

6)

소독을 하다 주사를 맞다 주무르다              

붕대를 감다 찜질을 하다 파스를 붙이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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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정답   1) 소독을 하다  2) 붕대를 감다  3) 주사를 맞다  4) 파스를 붙이다  5) 찜질을 하다  6) 주무르다

어휘 2  jpk ud,dj 2 치료	m%;sldr 

m%;sldr iïnkaO m%ldYk fudkjd oehs úuid n,uq'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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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dm%lD;shg fyda úfYaIK m%lD;shg" m%;H tl;= lsrsu u.ska úêu;a f.!rjd¾:h oelaúh 

yelsh' ta wkqj /iaùï fyda bÈßm;a lsÍï" jd¾;d wd§ ks, úêu;a wjia:djkays§ m%Yak 

weiSug fyda meyeÈ,s lsÍug fhdod.kS' 

자음 (jH[ackh) → -습니까, -습니다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ㅂ니까, -ㅂ니다

먹다 → 먹습니까?   먹습니다
만나다 → 만납니까?   만납니다

만들다 → 만듭니까?   만듭니다 

·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fudlgo wdfõ@

    나: 감기에 걸려서 왔습니다.  fiïm%;sYHdj yeÿk ksid wdfõs'

·  지금부터 다음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u;eka mgka ó<Õ /iaùfï jevigyka fIvq,h lshkakï'

kdumohla iu. iïnkaO jk wjia:dfõ§ ‘kdumoh	+ 입니다’ hk jHqyh fhdod.kS'

· 저분이 우리 사장님입니다. wr mqoa.,hd wfma iud.ï m%Odkshd fõ'

· 제 고향은 감바하입니다. uf.a .u.ïmy fõ'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ixjdo lshjd .e<fmk ms<s;=r f;darkak'

1)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l=ula i|ydo meñKsfha@  

나:                                                                       . 

     ① 주사를 맞았습니다  ②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2) 
가: 발목을 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j<¨ lr W¨lal= jqkdu l=ulao l< hq;af;a@

나:                                                                       . 

     ①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② 정형외과에 가 보는 게 좋습니다

정답   1) ②  2) ②

문법 2  jHdlrK 2 -ㅂ/습니까, -ㅂ/습니다 G27-2

대조적 정보 fjk;a f;dr;=re

jdÑl isxy, NdIdfjys wjia:dkql+,j fhdod .kakd úêu;a NdId rgdjla ke;s kuq;a 

fldrshdkq NdIdj .;al, ks, wjia:djloS ‘아요/어요’ fjkqjg ‘-ㅂ/습니까,ㅂ/습니다’ Ndú;d 

lrkq ,efí'

·저는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uu Y%S ,xldfõ isg meñKsfhñ'

‘-ㅂ/습니까, -ㅂ/습니다’ ms<sn| wjfndaO jqKdo@ tfiakï .e,fmk m%ldYh f;dard 

jdl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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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WodyrKh wkqj l;d lr,d n,kak'

정답   1) 가: 배가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2) 가: 다리가 부러지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나: 내과에 가야 합니다.     나: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3) 가: 눈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4) 가: 얼굴에 뭐가 나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나: 안과에 가야 합니다.     나: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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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2)

3)  

4)

1.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Create conversations as follows.

보기

가: 목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나: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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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이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W.=r wudre kï fldfyag .shdu yßo@  

나: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W.=r lK kdih iïnkaO úfYaI{ frday,g 

hkak'

1)

2)

3)

4)

wNHka;r frda. iïnkaO 

úfYaI{ frday, 

úl,dx. iy levqï ìÿï 

iïnkaO úfYaI{ frday, 

weia iïnkaO úfYaI{ 

frday, 

p¾u ^yu& iïnkaO 

úfYaI{ frday,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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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센터 진료 안내 
úfoaYSh lïlre uOHia:dkfha m%;sldr f;dr;=re 

서울 시내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7개의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뿐만 아니라 한방진료나 종합

검진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외국인 근로자 센터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fidjq,a k.rfha úfoaYSh lïlre uOHia:dkfhao úfoaYSh lïlrejka i|yd ffjoH m%;sldr fiajd 

,nd§u is÷lrkjd" fidjq,a k.rfha msysgd we;s úfoaYSh lïlre uOHia:dkhka 7loS wNHka;r frda." W.=r 

lK kdih iïnkaO frda." o;a iïnkaO frda. tmuKla fkdj Ök ffjoH m%;sldr iy iïmQ¾K mq¿,a 

ffjoH mßlaIdjka is÷ lrkjd' úfoaYSh lïlrefjla kï ljqrejqk;a úfoaYSh lïlre uOHia:dkfha 

ffjoH m%;sldr fiajdjka ,nd.ekSug mq¿jkalu ;sfhkjd'

센터명 
uOHia:dkh 

위치 

msysàu 

진료일  
m%;sldr Èk 

의료지원 내용  

ffjoH m%;sldr úia;r 

시설 
myiqlï

성동 성동구 홍익동 147-22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내과, 치과 무료진료

수시 종합검진, 독감백신접종 
단독시설 

금천 금천구 가산동 144-3 수시
보건소, 병원 연계 여성외국인 부인과 검

진, 위생교육 및 위생용품, 구충제 지원 

가산종합

사회복지관 내 

은평 은평구 녹번동 산28-6 수시 
긴급 의료기관에 통역활동가 대동 지원,

건강검진 등 자원단체연계 진료 지원 

녹번종합

사회복지관 내 

강동 강동구 성내동 508-1 수시 유방암 검진, 건강검진 
성내종합

사회복지관 내

성북 
성북구 하월곡동 

222-5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한방진료, 치과, 수시 종합건강검진 

월곡종합 

사회복지관 내 

양천 양천구 목동 931 매월 넷째 일요일 
한방진료, 이비인후과, 내과 등, 

수시 건강검진 

신목종합 

사회복지관 내 

서울 영등포 당산동 6가 1-2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한방진료, 수시 보건소 등 연계 종합검진 단독시설 

응급 상황 시 도움 받을 곳 
yÈis ffjoH m%;sldr ,nd.kak mq¿jka ia:dk 

밤에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바로 119에 전화하면 됩니다. 119

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

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rd;%S yÈisfhkau frday,g hkak wjYH jqjfyd;a fldfykao Woõ b,a,sï is÷ lrkafka@ fl,skau 

^yÈis weu;=ï& 119g ÿrl;k weu;=ula fokak' 119 yÈis weu;=ï wxlh ojia 365 u meh 24 mqrd ´kEu 

fudfyd;l Ndú;d lr yelsh' ta jf.au fuys bx.%Sis" Ök" cmka" fudkaf.da,shka" úhÜkdï wd§ NdId 

5lska yÈis ffjoH m%;sldr Wmfoia fiajdj ,nd.ekSug;a mq¿jka'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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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u ixjdohlg ijka§ m%Yak follg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fï fldfyao@  

 ① 안과  ② 소아과

 ③ 정형외과  ④ 이비인후과

5.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msßñ mqoa.,hd l=ula l< hq;=o@

 ① 수술을 해야 합니다.  ② 많이 걸어야 합니다.

 ③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④ 집에서 찜질을 해야 합니다.

Perhatikan gambar berikut dan pilihlah jawaban yang tepat.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fï mqoa.,hd fldfyago hd hq;af;a@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fï mqoa.,hd l=ulao lrkafka@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fï mqoa.,hd l=ulao lf<a@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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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①                     ②                     ③                     ④ 

2.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안과      ② 소아과  

③ 정형외과  ④ 이비인후과

5.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① 수술을 해야 합니다.  ② 많이 걸어야 합니다. 

③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④ 집에서 찜질을 해야 합니다.

Track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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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87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 isg 3 olajd we;af;a mska;+rh n,d jvd;a .e,fmk ms<s;=r f;dark m%Yak fõ' 

ijkaoSug fmr tla jrla wka;¾.;hg wjodk fhduq lrkak'

4 iy 5 jk m%Yak tla fonilska m%Yak follg ms,s;=re iemhSug we;s m%Yak fõ' 

ijka §ug m%:u m%Yak fyd|s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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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남: 내과에 가야 합니다. wNHka;r frda. wxYhg hd hq;=h'

 ② 남: 치과에 가야 합니다. o;a frda. wxYhg hd hq;=h' 

 ③ 남: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yfï frda. wxYhg hd hq;=h' 

 ④ 남: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m%ij yd kdßfõo wxYh fj; hd hq;=h' 

2. ① 여: 연고를 바릅니다. wdf,amk oukjd' ② 여: 약을 먹습니다. fnfy;a ìõjd'

 ③ 여: 소독을 합니다. úYîc kdYl j,ska msßisÿ lrkjd'  

 ④ 여: 파스를 붙입니다. fõokd iyk ma,diag¾ w,jkjd' 

3. ① 남: 깁스를 했습니다. ma,diaála nekafâÊ t;=jd'  ② 남: 수술했습니다. ffY,Hl¾uhla isÿl<d' 

 ③ 남: 주사를 맞았습니다. fnfy;a úoaod'  ④ 남: 붕대를 감았습니다. nekafvchlska t;=jd' 

4-5 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l=ula i|ydo meñKsfha@ 

 남: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weojeà,d j<¨lr W¨lal= jqKd' 

 여: 어디 봅시다. 여기가 아픕니까? flda n,kak" fu;k ßfokjd o@ 

 남: 아! 네. wd''Tõ'

 여: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j<¨lrg fõokd iyk ma,diagrhla w,jd ks;r weú§fuka j<lskak'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jo ksjfia § ;eùu l< hq;=hs'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②  2. ①  3. ③  4. ③  5. ④

정답   1. ②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남자는 왜 일찍 퇴근하려고 합니까? msßñhd fõ,dikska jev ksulsÍug fya;=j l=ula o@

 ① 약이 없어서  ② 배가 아파서

 ③ 회식이 있어서  ④ 밥을 안 먹어서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27

1. 남: 어제 회식 때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계속 배가 아파요. 수루 씨는 괜찮아요? 
  Bfha iqyo yuqfj§ jerÈ lEula wdydrhg .;a;do okafk kE nv ßfokjd' iqre uy;dg m%Yakhla ke;so@

 여: 저는 괜찮은데요. 약은 먹었어요? ug kï m%Yakhla keye' fnfy;a ìõjd o@

 남: 네, 약을 사서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네요. 오늘은 조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Tõ fnfy;a ìõj;a È.gu nv ßfokjd' wo fõ,dikska f.or hkak fjhs jf.a'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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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목이 너무 아파요. W.=r f.dvdla ßfokjd' 

나:   목이        이비인후과에 가 보세요.  
W.=r ßfokjd kï W.=r lK kdih frda. wxYhg (ENT) .syska n,kak'

     ① 아파서 ② 아프고 ③ 아프면 ④ 아픈 후에

4.
 

집에서 요리를 했는데 손을 데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

f.or§ wdydr ms<sfh, lrk úg w; msÉpqkd' fnfy;a wdf,amlr ma,diagrhla wef,õjd'

     ① 붙였습니다  ② 먹었습니다 

     ③ 찍었습니다  ④ 주물렀습니다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m%Yak j,g ms<s;=re imhkak' 

     

          <진료 시간> <M%;SLDR FÕ,DJKA>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i;sfha Èk, WoEik 10 isg iji 6 olajdd  

(점심 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osjd wdydr fõ,dj ( oyj,a 1 isg 2 olajd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fikiqrdod ( WoEik 10 isg iji 1 olajd 

일요일, 공휴일: 휴진 bßod iy rcfha ksjdvq Èkhka ( rdcldrs oskhka fkdfõ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m%;sldr ,nd .ekSug yels fõ,dj l=ulao@

     ① 월요일 오후 7시  ② 목요일 오전 9시

     ③ 토요일 오전 11시  ④ 일요일 오후 12시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①  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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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안과에 가야 합니다.

  ② 치과에 가야 합니다.

  ③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④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2.  ① 수술하고 있습니다.

  ②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③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④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목이 너무 아파요.

 나: 목이  이비인후과에 가 보세요.

① 아파서 ② 아프고      ③ 아프면 ④ 아픈 후에

4. 집에서 요리를 했는데 손을 데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

① 붙였습니다  ② 먹었습니다  

③ 찍었습니다        ④ 주물렀습니다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① 월요일 오후 7시   

② 목요일 오전 9시 

③ 토요일 오전 11시  

④ 일요일 오후 12시

<진료 안내>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일요일, 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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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안과에 가야 합니다.

  ② 치과에 가야 합니다.

  ③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④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2.  ① 수술하고 있습니다.

  ②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③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④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3~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목이 너무 아파요.

 나: 목이  이비인후과에 가 보세요.

① 아파서 ② 아프고      ③ 아프면 ④ 아픈 후에

4. 집에서 요리를 했는데 손을 데었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

① 붙였습니다  ② 먹었습니다  

③ 찍었습니다        ④ 주물렀습니다

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① 월요일 오후 7시   

② 목요일 오전 9시 

③ 토요일 오전 11시  

④ 일요일 오후 12시

<진료 안내>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 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일요일, 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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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foi n,d .e,fmk jdlH f;darkak' 

1. 2.① 안과에 가야 합니다.

② 치과에 가야 합니다.

③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④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① 수술하고 있습니다.

②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③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④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isg 3 olajd my; we;af;a mska;+rh n,d iqÿiq jdlH f;dark m%Yak fõ' by; 

bf.k .;a m%ldYhka wdj¾ckh lrñka ms,s;=re imhkak'

wxl 3 iy 4 foni ;=,g hdhq;= jvd;a ksjerÈ m%ldYh f;dark m%Yak fõ' wxl 5 

jk m%Yakh fþoh lshjd wod< ms<s;=r f;arSfï m%Yakhla fõ' by; bf.k.;a jpk 

iy jHdlrK fyd¢ka wdj¾ckh lrñka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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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③   2. ②   3. ②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기침이 나고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을/를 받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leiai yEos,d W.=r f.dvla rsÿKd' ffjoH;=ud yuqj m%;sldr ,nd fnfy;a jÜfgdarejla ,nd 

.;;d'

 ① 증거  ② 증상 

 ③ 진찰  ④ 사과

2.

 
일을 하다가 눈을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jev lroa§ wei fmdâvla ;=jd, jqKd' ta ksid weia jdÜgqjg f.dia fnfy;a ,nd .;a;d'

 ① 내과  ② 안과

 ③ 소아과  ④ 피부과

3.   다음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my; oekqïoSu ms<sn| ksjerÈ ms,s;=r l=ulao@

 

<병원 진료 안내> 

<frday,a m%;sldr ,nd.; yels fõ,djka>

✽평일：오전9시 ~ 오후 7시 i;sfha Èk - WoEik 9 isg iji 7 olajd

   (점심시간 13:00 ~ 14:00) ^oyj,a wdyr fj,dj 13(00 - 14(00&

✽토요일：9:00 ~ 12:00 fikiqrdod 9(00 - 12(00

✽공휴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rcfha ksjdvq Èkhkays m%;sldr fkdlrkq ,nhs'

 ① 점심시간은 두 시간입니다.

 ② 토요일 오후에는 진료가 없습니다.

 ③ 주말은 평일보다 진료 시간이 깁니다.

 ④ 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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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wruqKla mejiSu" hula isÿlrk l%uh 

mejiS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려고, –(으)면 되다

□ jpk Ndú;h ioyd Wmfoia  nexl=j" nexl= lghq;=	$	uqo,a ouk" wdmiq 

.kakd hka;%h 

□ ixialD;sl f;dr;=re	 	úfoaYSh lïlrejka ioyd jk uQ,Huh 

fiajdjka

은행원  어떻게 오셨습니까? 
 l=uk fiajdjla ,nd .ekSu i|yd o meñKsfha@   

리   한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nexl= .sKqula idod.ekSug wdfõ' 

은행원  신분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yeÿkqïm; /f.k meñKshdo@ 

리   한  여권도 괜찮지요? 
 úfoaY .uka n,m;%fhka mq¿jka o@ 

은행원  그럼요. 여기 신청서를 쓰고 서명하세요. 
  Tõ" fï whÿï m; mqrjd w;aika lrkak' 

리   한  여기 다 썼어요. ,sh,d bjrhs'  

은행원  체크카드도 만들어 드릴까요?  
  fpla ldâ m;l=;a idod fokako@ 

리   한  네, 만들어 주세요.  Tõ" idod fokak' 

괜찮지요? fñ yßo@ 

ijka fokakdf.ka Okd;aul 
m%;spdrhla n,dfmdfrd;a;= jkúg 
Ndú;d lrk fhÿuls

· 회식 장소가 회사 앞 한국  
식당이에요. 괜찮지요?

  /iaùug ld¾hd,h bÈßmi 
;sfnk wdmkYd,dj" fydohs 
fkao@ 

·사과 주스가 없어서 파인애      
   플 주스를 샀는데 괜찮지요?
  wem,a cqia ke;s ksid wkakdis cqia 

ñ,§ .;a;d" lula keye fkao@ 

그럼요 Tõ'

wfkla md¾Ijfha l;djg 

tlÕ;djh olajk w;r  

‘물론이에요’ hk f;areug 

iudk fjhs 

· 가: 축구를 좋아해요?

  mdmkaÿ j,g leu;so@

  나: 그럼요.

  ke;=j' ^Tõ& 

28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nexl= .sKqula idod.ekSug wdfõ

1. 리한 씨는 왜 은행에 갔어요? ßydkaa uy;d nexl=jg .sfha wehs@

2. 리한 씨는 체크카드를 만들 거예요? ßydkaa uy;d ldâm;la idohso@

정답   1.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갔어요.  2. 네, 체크카드를 만들 거예요.

대화 1  ixjdoh 1
Track 88

ßydkaa nexl=jg .shd" uq,skau ßydkaa yd nexl= fiajlhd w;r fonig fojrla 

ijka 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Èka ijkao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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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ljqkagrh

통장
nexl= .sKqu

신분증
yeÿkqïm;

계좌 번호
.sKqï wxlh

주소
,smskh

서명
w;aik

비밀번호
ryia wxlh

인터넷뱅킹
wka;¾cd, nexl= fiajd

체크카드
fpla ldâm;

신용카드
Kh ldâ m;

•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wka;¾cd, nexl= fiajdj Ndú;d lrkjd kï myiqhs' 

• 은행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세요. 
nexl=jg hkúg yeÿkqïm; /f.k hkak'  

• 비밀번호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ryia wxlh wu;l lrkak tmd' 

256   한국어 표준교재

연습 1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왜 한국에 왔어요? 

 나: .

① 한국어를 공부하고 왔어요

②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왔어요

2)  가: 뭘 이렇게 많이 샀어요?

 나: .

① 불고기를 만들면 고기하고 채소를 샀어요

② 불고기를 만들려고 고기하고 채소를 샀어요

보기 창구                      신분증                      체크카드                      통장      

1)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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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 n,d Bg .e,fmk jpkh fldgqfjkaa f;dard ,shkak '

1)

2)

3)

4)

보기

창구

신분증

체크카드

통장

정답   1) 창구  2) 통장  3) 체크카드  4) 신분증

어휘 1  jpk ud,dj 1 은행 nexl=j

nexl=j yd iïnkaO fhÿï fudkjd oehs fidhd n,uqo@

by; jpk foi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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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foni lshjd .e,fmk jpkh f;darkak'

1) 
가: 왜 한국에 왔어요? wehs fldßhdjg wdfõ@

나:                                                                       . 

     ① 한국어를 공부하고 왔어요 ②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왔어요

2) 
가: 뭘 이렇게 많이 샀어요? fudkjo fuÉpr f.dvla ñ,§ .;af;a@

나:                                                                       . 

     ① 불고기를 만들면 고기하고 채소를 샀어요 ② 불고기를 만들려고 고기하고 채소를 샀어요

hïlsis l%shdjla lsÍug we;s wNsm%dh iy wruqK meyeÈ,s lrhs' l%shdmo iu. muKla 

iïnkaO fõ' 

자음 (jH[ackh) → -으려고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려고

먹다 → 먹으려고

읽다 → 읽으려고

사다 → 사려고

만들다 → 만들려고

·  가: 어떻게 오셨어요? fudlgo wdfõ@

    나: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려고 왔어요. fldßhdkq NdId mdvug whÿï lrkak wdfõ'

· 가: 모니카 씨,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fudksld uy;añh" mdka fuÉpr f.dvla wehs ñ,§ .;af;a@

     나: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많이 샀어요. hd¨jka tlal tlg lkak lsh,d f.dvla ñ< §.;af;a'

정답    1) ②   2) ②

문법 1  jHdlrK 1 -(으)려고 G28-1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려고’ yd ‘-(으)러’

‘-(으)려고’ yd ‘-(으)러’ hkak wruqKla$n,dfmdfrd;a;=jlaa mejiSfï§ Ndú;d lrhs' ‘-(으)려고’ 

ieu l%shdmohla iu.u Ndú;d l, yels kuq;a ‘-(으)러’ ys miqmiska ‘가다, 오다, 다니다’ jeks 

.uka lsrSula fyda p,khla fmkajk l%shdmo muKla ,súh yel' ;jo ‘-(으)려고’ ys miqmig 

fhdackd lsrSuloS fyda wK§ul§ Ndú;d lrk jdlH wjidkhka meñKsh fkdyels kuq;a' 

‘-(으)러’ miqmiska ´kEu jdlH wjidkhla meñKsh yel' ‘-(으)려고’ hkak .uka lsrSula 

fmkajk fyda RKd;aul fhÿul§ ksoyiaj iïnkaO jk kuq;a ‘-(으)러’ fujeks fhÿï 

iuÕ iïnkaO fkdfõ'

·친구에게 주려고 선물을 샀어요.(O) 친구에게 주러 선물을 샀어요.(X)

·밥 먹으려고 가세요.(X) 밥 먹으러 가세요.(O)

·서울에 가려고 역에 갔어요.(O) 서울에 가러 역에 갔어요.(X)

‘-(으)려고’ wjfndaO jqKd o@ tfiakï m%Yakhg .e,fmk jpkh f;dard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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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카  저기요, 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iudjkak" uu úfoaY rglg uqo,a heùug 

yokafka" uqo,a hjkafka fldfyduo@ 

은행원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nexl= fmd; fyda ldâm; wrf.k meñKshdo@ 

모니카 네, 여기 통장 있어요. 
  Tõ" fukak nexl= fmd; ;sfnkjd' 

은행원  통장이 있으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세요. 

송금 수수료도 더 적게 나와요. 
   nexl= fmd; ;sfhkjd kï uqo,a ;ekam;= wdmiq 

.ekSï hka;%h Ndú;d lrkak' 

uqo,a heùfï .dia;=j;a ;j wvqfjka hkafka' 

모니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시겠

어요? 
  fldfyduo lrkafka lsh,d jegfykafka ke;s 

ksid Woõ lrkak mq¿jkao@

은행원  네, 여기에 통장을 넣고 송금 버튼을 누르

시면 됩니다. 
  Tõ" fu;kg nexl= fmd; we;=,a lr uqo,aa heùfï 

fnd;a;u Tnkak'

모니카 감사합니다.  ia;=;shs' 

저기요 iudjkak

fkdokakd hful=g hula mjik 

úg nyq,j Ndú;d fõ'

· 저기요,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iudjkak" fï yßfha nexl=jla 

;sfhkjdo@ 

· 저기요, 잠깐만요.  

이걸 놓고 가셨어요.

  iudjkak" fmdâvla bkak"  

fïl od,d .shd' 
적게 wvqfjka 

· 저녁에는 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rd;%shg wvqfjka lk tl 

fi!LHhg fyd|hs'

·  돈을 적게 벌면 아껴서  
쓰면 돼요.

  wvqfjka uqo,a Wmhkjd  

kï wrmsrsueiafuka uqo,a 

úhoï l,yu yß' 

정답   1. 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은행에 갔어요.  2. 통장이나 카드가 있어야 해요.

1. 모니카 씨는 왜 은행에 갔어요? fudksld uy;añh wehs nexl=jg .sfha@ 

2.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해요? hka;%h Ndú;d lrkjd kï l=ula ;sìh hq;=o@

대화 2  ixjdoh 2
Track 89

fudksld uy;añh nexl=jg wehs .sfha@ uq,skau fonig fojrla ijka oS wkq.

ukh lrkak'

fydÈka ijkaoS wkq.ukh l,do@ tfia 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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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정리를 할 수 있어요. 
hka;%fhka nexl==fmd; hdj;ald,Sk lr.kak 

mq¿jka'

• 대출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해요.  
Khg .kakjd kï nexl=jg hd hq;=uhs' 

송금하다
uqo,a hjkjd 

입금하다
uqo,a ;ekam;a 

lrkjd

현금인출기
(ATM)

iajhxlSh fg,¾ hka;%h

잔액 조회
fYaIh mßlaId 

lsÍu

출금하다
uqo,a wdmiq 

.kakjd 

계좌 이체
.sKqulska .sKqulg  

uqo,a heùu

통장 정리
nexl==fmd;a w¨;a lrkjd

대출하다
fmd,shg .kakjd 

환전하다
uqo,a udre lrkjd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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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2. 위의 단어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Using the words above, make conversations as follows.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환전하려고 왔어요.  
보기

3. 다음을 연결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Match the questions to the corresponding answers.

① 가: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 나: 동생 것만 사면 돼요.

② 가: 가족 선물은 다 샀어요?     ㉡ 나: 잠깐만요. 이것만 하면 돼요.

③ 가: 이 약은 어떻게 먹어요?     ㉢ 나: 하루에 두 번 먹으면 돼요.

④ 가: 우리 이제 퇴근할까요?     ㉣ 나: 이쪽으로 쭉 가면 돼요.

보기  환전하다                     입금하다                    출금하다                     송금하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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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 n,d Bg .e,fmk jpkh fldgqfjkaa f;dard ,shkak '

환전하다   입금하다   출금하다   송금하다

1) 2) 3) 4)

정답   1) 입금하다  2) 송금하다  3) 환전하다  4) 출금하다

어휘 2  jpk ud,dj 2 은행 업무/현금인출기	nexl= lghq;=	$ uqo,a ;ekam;= yd wdmiq .ekSï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uqo,a ;ekam;= yd wdmiq .ekSu iïnkaO jpk fudkjdoehs fid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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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을 연결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my; oelafjk jpk hd lr ixjdoh iïmq¾K lrkak'

① 가: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 나: 동생 것만 사면 돼요.

② 가: 가족 선물은 다 샀어요?    ㉡ 나: 잠깐만요. 이것만 하면 돼요.

③ 가: 이 약은 어떻게 먹어요?    ㉢ 나: 하루에 두 번 먹으면 돼요.

④ 가: 우리 이제 퇴근할까요?    ㉣ 나: 이쪽으로 쭉 가면 돼요.

1. 시장에 가려고 하면                                     . 

2. 감기에 걸리면                                     .

3. 시간이 없으면                                     .

hïlsis l%shdjla l<fyd;a fyda fldkafoaishla bgq l<fyd;a m%Yakhla ke;s nj fyda 

iEySulg m;ajk nj m%ldY fõ' 

자음 (jH[ackh) → -으면 되다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면 되다

먹다 → 먹으면 되다
사다 → 사면 되다

살다 → 살면 되다

·  가: 고향으로 송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ug i,a,s hjkak fldfyduo lrkak ´fka@

    나: 여기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fu;k whÿïm;%h ,sõjkï yß'

· 가: 이 약은 어떻게 먹어요? fï fnfy;a fldfyduo fndkafka@

    나: 하루에 2번 먹으면 돼요. ojig fomdrla ìõjkï yß'

정답   ① ㉣  ② ㉠  ③ ㉢  ④ ㉡

정답   1. 다음 역에서 내리면 돼요  2. 약을 먹으면 돼요  3. 택시를 타면 돼요

문법 2  jHdlrK 2 -(으)면 되다 G28-2

보기 약을 먹다   택시를 타다   다음 역에서 내리다 

‘-(으)면 되다’ wjfndaO jqkdo@ tfyu kï my; jdlHh j,g .e,fmk ms<s;=re f;dard 

ixjdoh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o@ ‘-(으)면 되다’ Ndú;d lrñka jdlH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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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6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1)   2)

3)   4)

1. 은행에 가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make the conversations at a bank.

보기

입금하다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입금하려고 왔어요.  

가: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출금하다

송금하다

통장을 만들다

통장 정리를 하다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신청서를 

쓰다

여기에 

계좌번호를 

쓰다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주다

여기에 통장을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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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출금하려고 왔어요.

  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통장을 만들려고 왔어요. 

  가: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주시면 됩니다. 

 3)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송금하려고 왔어요. 

  가: 여기에 계좌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4)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통장 정리를 하려고 왔어요. 

  가: 여기에 통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1) 

3) 

출금하다 uqo,a wdmiq 
.kakjd

송금하다 uqo,a hjkjd

통장을 만들다 nexl= .sKqqulaa yokjd

통장 정리를 하다 nexl= fmd; w¨;a lrkjd

1. 은행에 가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nexl=jg f.dia WodyrKfha oelafjk wkaoug l;d lrkak'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l=ula i|ydo meñKsfhaa@ 

나: 입금하려고 왔어요. uqo,a ;ekam;a lrkak wdfõ'

가: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whÿï m;la msfrõjyu yß'

입금하다 uqo,a ;ekam;a lrkjd

신청서를

쓰다

whÿïm;  

mqrj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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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주다

여기에 

계좌번호를 

쓰다

활동  l%shdldrlï 

hka;%h Ndú;d 
lrkjd

whÿïm; mqrjd 
ye÷kqïm; fokjd

fu;kg nexl= fmd; 
;shkjd

여기에 

통장을 넣다

fu;k nexl= .sKqï 
wxlh we;=,;a 

lr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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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전용 금융 서비스
úfoaYSh lïlrejka ioyd jk uq,Huh fiajdjka

은행에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서비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고향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송금 수수료를 할인해 주기도 하고 보통 하

루 정도 걸리는 해외 송금을 10분으로 줄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

이나 거제 지역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한 

은행도 있습니다. 또한 8개 외국어를 지원하는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24시간 온라인 해외 송금

과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평일에 은행에 가기 힘든 외국인 고객을 위해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nexl= u.ska úfoaYSh .Kqfokqlrejka fjkqfjka ,ndfok fiajdjka jeäfjñka mj;SS' rg ;=, fiajh 

lrñka udisl mäh .ug hjk úfoaYSh lïlrejka ioyd uqo,a heùfï .dia;= wvqfjka ,nd§u;a 

idudkHfhka ojila .;jk uqo,a heùug úkdä 10 olajd wvqlr fok fiajdjkq;a ,ndfokjd' ;jo W,aika 

iy f.dafca jeks úfoaYslhka nyq,j jdih lrk m%foaY j, úfoaYslhkag Wmfoia ,nd§ug fjku 

fiajdjka msysgqjd ;sfnk nexl=;a ;sfí' ;jo NdId 8lska .kqfokq l< yels ATM hka;% tajf.au" meh 24 

mqrdjgu wka;¾cd,h u.ska uqo,a heùug yels WmfoaYk fiajdjkao mj;ajdf.k hkjd' ;jo idudkH 

Èkhka j,§ nexl=jg hdug wmyiq úfoaYslhka fjkqfjka  bßog újD; lr ;nk nexl=o ;sfí'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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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u ixjdohl ijka§ m%Yak folgu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wo ljoao@ 

 ① 월요일  ② 수요일

 ③ 토요일  ④ 일요일

5.  남자는 왜 은행에 갑니까? msßñ mqoa.,hd nexl=jg hkafka wehs@ 

 ① 환전하려고  ② 친구를 만나려고

 ③ 통장을 만들려고  ④ 고향에 돈을 보내려고

Track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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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① 월요일      ② 수요일 

③ 토요일  ④ 일요일

5. 남자는 왜 은행에 갑니까?  

① 환전하려고  ② 친구를 만나려고 

③ 통장을 만들려고    ④ 고향에 돈을 보내려고

Track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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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1~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fïl fudllao@ 

①  ② ③  ④

2.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fu;kska fudkjo lrkak mq¿jka@ 

①  ② ③  ④

3.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fuu mqoa.,hd fudkjo lrkafka@ 

①  ② ③  ④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 isg 3 olajd we;af;a mska;=rh n,d m%Yakhg .e,fmk ms<s;=r f;drk m%Yakhs' 

ijkaoSug fmr m%Yakh tla jrla lshjd n,kak'

4 yd 5 tlu fonig ijka§ .e,fmk ms<s;=re f;dark m%Yakhs' ixjdohg ijka§ug 

fmr m%Yak fydÈ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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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통장입니다. nexl= fmd;hs'   ② 여: 창구입니다. WmlrKh fõ' 

 ③ 여: 신용카드입니다. ldâ tl fõ'   ④ 여: 현금인출기입니다. ATM hka;%hhss 

2. ① 남: 환전할 수 있습니다. uqo,a udrelrkak mq¿jka' 

 ② 남: 약을 살 수 있습니다. fnfy;a ñ,§.kak mq¿jka' 

 ③ 남: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shqï hjkak mq¿jka' 

 ④ 남: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mka;shg ijkafokak mq¿jka'

3. ① 여: 집을 청소합니다. f.or msßisÿ lrkjd' 

 ② 여: 식당에서 돈을 냅니다. wdmkYd,djg uqo,a f.jkjd' 

 ③ 여: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nexl=fjka uqo,a wdmiq .kakjd' 

 ④ 여: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ku yd ,smskh ,shkjd' 

4-5. 여: 어디 가세요? fldfyo hkafka@ 

 남:  은행에 가요. 고향에 송금하려고요. nexl=jg hkjd' 

 여:  은행에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고향으로 송금할 수 있어요?   

nexl=jg@ wo bßod jqk;a .ug uqo,a hjkak mq¿jkao@ 

 남:  네, 우리 동네 은행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요. 

  Tõ wfma m%foaYfha jevlrk úfoaYslhka nyq, ksid nexl=j bßog;a újD; lrkjd'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④  5. ④

정답   1. ②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여자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ldka;dj wehs fuys meñKsfha@

 ① 여권을 만들려고 ② 통장을 만들려고

 ③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④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28

1. 남: 어떻게 오셨습니까? l=ula i|ydo meñKsfha@

 여: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만들려고 왔어요. nexl= fmd;la iy nexl= ldâ m;la iE§ug wdfõ'

 남: 그러시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여기 신청서를 쓰시고 서명해 주세요. 

   tfiakï Tnf.a úfoaYsl ,shdmÈxÑ  ye÷kqïm; iy úfoaY .uka n,m;%h fmkajkak' lreKdlr 

fuu whÿïm; mqrjd w;aika lrkak'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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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통장입니다.  ② 신분증입니다.

 ③ 신용카드입니다.  ④ 휴대 전화입니다.

2.  ① 은행에 갑니다.   ② 서명을 합니다.

 ③ 돈을 찾습니다.  ④ 통장 정리를 합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몽골로 하려고 해요.

 나: 얼마나 보내실 거예요?

① 가입  ② 송금       

③ 조회   ④ 정리

4. 저는 월급을 받으면 에 가서 입금을 하고 고향으로 돈도 보냅니다. 

① 은행  ② 병원       

③ 우체국   ④ 도서관

5. 가: 한국 돈을 베트남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나:   을 하려면 회사 앞에 있는 은행에 가 보세요. 저도 거기에서 했는데 

수수료가 별로 안 들었어요. 

① 입금  ② 출금       

③ 환전  ④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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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몽골로                             하려고 해요. fudkaf.d,shdjg uqo,a heùug yokafka'

나: 얼마나 보내실 거예요?  

     ① 가입 ② 송금 ③ 조회 ④ 정리

4.
 

저는 월급을 받으면                                에 가서 입금을 하고 고향으로 돈도 보냅니다.

ug mäh ,enqk úg nexl=jg f.dia uqo,a ;eïm;a lr f.org;a uqo,a hjkjd'

     ① 은행 ② 병원 ③ 우체국 ④ 도서관

5.

 

가: 한국 돈을 베트남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fldßhka  uqo,a úhÜkdï uqo,a j,g udre lr.kak ´fka'

나:                         을 하려면 회사 앞에 있는 은행에 가 보세요. 저도 거기에서 했는데 수수료가 

별로 안 들었어요.

uqo,a udrelsÍug wjYH kï ld¾udka;Yd,dj bÈßmsg ;sfnk nexl=jg .sys,a, n,kak' uu;a 

t;kska udre lf,aa fiajd .dia;=j t;rï .sfhaa keye'

     ① 입금 ② 출금 ③ 환전 ④ 대출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2.

① 통장입니다.   ② 신분증입니다.

③ 신용카드입니다.  ④ 휴대 전화입니다.

① 은행에 갑니다.  ② 서명을 합니다.

③ 돈을 찾습니다.  ④ 통장 정리를 합니다.

정답   1. ②  2. ②  3. ②  4. ①  5. ③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1 isg 3 olajd we;af;a mska;=rh foi n,d mska;=rhg wod, jdlH f;drk m%Yak fõ' 

l,ska bf.k .;a fhÿï u;la lr.ksñka m%Yakj,g ms<s;=re imhkak'

3 isg 5 olajd we;af;a fonfia wka;¾.;hg wod,j ysia;ekg .e,fmk jpkh 

f;drk m%Yakh fõ" foni fyd¢ka lshjd .e,fmk fhÿu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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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②   2. ④   3. ④   4. ②   

[1~4]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을/를 하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가족들에게 생활비

를 보낼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uf.a mjqf,a whg uqo,a heùug nexl=jg .shd' mjqf,a whg Ôjk úhoï i|yd uqo,a hjk úg 

ys;g f.dvdla i;=gqhs'

 ① 전화 ② 송금 ③ 안내 ④ 인출

2.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서 달러를 한국 돈으로                . 모두 삼백 달러를 바꾸었습니다.

Èjd wdydr fj,dfõ nexl=jg f.dia fvd,¾"	fldßhka uqo,a j,g yqjudre l,d' Tlafldu 

fvd,¾ ;=kaiShla udre l,d'

 ① 대출했습니다 ② 송금했습니다 ③ 입금했습니다 ④ 환전했습니다

3.

 

어제 통장을                 은행에 갔습니다. 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카드도 

신청했습니다.

Bfha nexl= fmd;la iE§ug nexl=jg .shd' ldâ m;la ;snqfkd;a fyd|hs jf.a ksid nexl= ldâ 

m;lao b,a¨ï l,d'

 ① 뽑아서 ② 만들어서 ③ 뽑으려고 ④ 만들려고

4.

 

고향으로 돈을 송금할 때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은행 카드나 통장을 넣고 

송금 버튼을                .

f.org uqo,a heùfï§ iajhxl%Sh fg,¾ hka;%h (ATM) Ndú;d l,fyd;a myiqhs' Tnf.a nexl= 

ldâm; fyda nexl= fmd; oud hjk fnd;a;u tnqjd kï yrs'

 ① 바꾸면 됩니다 ② 누르면 됩니다 ③ 바꿀 수 있습니다 ④ 누를 수 있습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ㄹ’ wlaIrh" iajr w;r	‘r[r]’ f,i WÉpdrKh lrk w;r" wlaIrh 

wjidkfha fhfok úg ‘,[l]’ f,i WÉpdrKh lrhs' kuq;a y,a lsÍula f,i ‘ㄹ’ fhfok 

wjia:djl§ ‘ㄹ’ j,g msgqmiska iajrhla meñfKhs kï fuu ‘ㄹ’ wlaIrh ‘,[l]’ f,i 

WÉpdrKh fkdlrk w;r" B<Õ wCIrfha m<uq jH[ackh yd iïnkaO ù ‘r[r]’ f,i 

WÉpdrKh lrkq ,nhs'

(1) 다리, 우리, 노래 (2) 달, 말, 쌀, 하늘 (3) 달이, 말에, 빨아서

발음 WÉpdrKh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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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shqula heùu" fhdackd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로, –(으)십시오

□ jpk Ndú;h ioyd Wmfoia  ,shqï" fï,a ^fmÜá&	$	md¾i,a 

□ ixialD;sl f;dr;=re	 cd;Hka;r iS>%.dó ;eme,a fiajh

29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ms,smSskhg ;eme,a m;la hjkak ´fka

우체국 직원  어떻게 오셨습니까? 

  l=ula i|ydo meñKsfha@ 

모니카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eme,a m;la hjkak ´fka' 

우체국 직원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fldfyago hjkafka@ 

모니카   필리핀으로 보낼 겁니다. 
   ms,Smskhg hjkakhs yokafka' 

우체국 직원  엽서를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그런

데 받는 사람의 우편번호가 없네요. 

우편번호를 쓰세요. 
    ;eme,am; fu;k Wäka ;nkak'  

ta;a ,nkakdf.a ;eme,a wxlh keyefka'  

;eme,a wxlh ,shkak'

어떻게 오셨습니까?
l=ula i|ydo meñKsfha@ $ fldfyduo 

wdfõ@

①   meñKs fya;=j úuiSfï oS Ndú;d 

lrhs

②   m%jdyk ud¾.h úuiSfï oS 

Ndú;d lrhs

·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l=ula i|ydo meñKsfha@ 

  나: 배가 아파서 왔어요. 
 nv ßfok ksid wdfõ' 

· 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 

니까?
  fu;kg fjklï 

fldfyduo wdfõ@

  나: 지하철로 왔어요. 
  Wux ÿïßfhka wdfõ'

정답   1. 엽서를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어요. 2. 필리핀으로 보낼 겁니다.

1. 모니카 씨는 왜 우체국에 갔어요? fudksld uy;añh wehs ;eme,a ld¾hd,hg wdfõ@ 

2. 모니카 씨는 엽서를 어디로 보낼 겁니까? 

fudksld uy;añh ;eme,a m; fldfyago hjkfka@ 

대화 1  ixjdoh 1
Track 91

-(으)ㄹ 겁니까/겁니다 
‘-(으)ㄹ 거예요.’ yd iudk 
w¾:hla ;sfnk w;r úêu;a 
wjia:dj, oS m%Odk jYfhka 
Ndú;d lrhs 

· 우리 회사가 내년에는 더욱 
발전할 겁니다.

   wfma iud.u ,nk wjqreoafoa 
oS ;j;a oshqKq fõú'

fudksld uy;añh ;eme,a ld¾hd,hg .shd' uq,skau fonig fojrla ijka 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Èka ijkaoS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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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shqu

편지를 쓰다
,shqula ,shkjd

편지 봉투
,shqï ljrh

우표를 붙이다
uqoaorhla w,jkjd

엽서
;eme,am;

편지를 보내다
,shqula hjkjd

카드
ldâ

•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msgrg bkak hy¿jdg ,shqula hjkjd'

• 친구가 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hy¿jd ug k;a;,a iqN me;=ï m;la heõ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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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①     ㉠

②     ㉡

③     ㉢

④     ㉣

⑤     ㉤

이메일

엽서

우표

카드

편지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주말에 뭐 했어요?

 나: .                       

① 부산으로 여행을 할 거예요 

②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2) 가: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나: ? 

①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② 어디에서 보내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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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엽서 ㉢ 우표 ㉣ 카드 ㉤ 편지

① ③② ⑤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h n,d .e,fmk jpkh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어휘 1  jpk ud,dj 1 우편물 ;eme,a

;eme,a yd iïnkaO jpk fudkjdoehs oek .ksuqo@  

by; jpk fkdn,d m%Yakj,g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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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hl ÈYdj fyda .ukdka;h ñka woyia fõ' kdu mohla iu. muKla iïnkaO fjhs' 

자음(jH[ack) + 으로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로

한국으로
콜롬보로

서울로

· 가: 어디로 가세요? fldfyo hkafka@

    나: 감바하로 갑니다. .ïmyg hkjd'

· 내일 한국으로 갑니다. fyg fldßhdjg hkjd'

·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ol=Kq me;a;g yers,d hkak'

2. 대화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세요. foni lshjd .e,fmk ms<s;=r f;darkak'

1) 
가: 주말에 뭐 했어요? i;s wka;fha fudlo lf<a@

나:                                                                       . 

     ① 부산으로 여행을 할 거예요 ②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2) 
가: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shqula hjkak lsh,d bkakjd'

나:                                                                       ? 

     ①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② 어디에서 보내실 거예요

정답   1) ②    2) ①

문법 1  jHdlrK 1 (으)로 G29-1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álla fyñka l;d lrkak 

가: 천오백 원이에요. fjdka 1500 la fõ'

나: 죄송하지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iudfjkak" álla fyñka l;d lrkak'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ukdka;fh ‘(으)로’ yd ia:dkfha ‘에’ 

‘(으)로’ iy ‘에’ l%shdj isÿjk .ukdka;h oelaùug fhdod .efka' ‘에’ jHdlrKh ‘도착하다, 이르

다, 다다르다’ jeks <Õdùu olajk ls%hd mo fhfok wdLHd; iuÕ fhoS .ukdkaa;h olajkq 

,nk w;r óg fjkiaj ‘(으)로’ wruqK" osYdj iy .ukdka;h oelaùfï oS Ndú;d lrkq 

,efí'

·서울에 도착했다.(O) 서울로 도착했다.(X)  ·부산에 떠났다.(X) 부산으로 떠났다.(O)

‘(으)로’ ms<sn|j wjfndaO jqKdo@ tfyukï m%Yakj,g .e<fmk ms<s;=r f;dard 

foni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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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안   베트남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úhÜkduhg md¾i,a tlla hjkak lsh,d bkakjd' 

우체국 직원  상자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fmÜáh ;rdosh Wäka ;shkak' 

투  안   호찌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fydcsñka olajd fldmuK .; fjkjo@ 

우체국 직원  배편은 한두 달 정도 걸리고 항공편은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keõ ud¾.fha md¾i,a hjk úg udihla folla 

muK .; jk w;r .=jka uÕska osk 10 isg i;s 

2la muK .; fjkjd' 

투  안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제일 빠른 걸로 해 주

세요. 
   álla yosiais ksid" blaukskau hjkak mq¿jka 

cd;Hka;r ;eme,a ud¾.fhka hjkjo@ 

우체국 직원  국제 특급이 제일 빠른데 국제 특급으로 

보내시겠습니까? 
   cd;Hka;r iS>%.dó fiajh ;ud jvd;au fõ.j;a" 

cd;Hka;r iS>%.dó fiajfhka hjkjo@ 

투  안   네, 그걸로 해 주세요. 
  Tõ taflka hjkak'

한두 tlla folla

tlla fyda folla $ tl 

mdrla fyda fomdrla

· 일년에 한두 번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wjqreoaolg tla jrla fyda 

fojrla mjqf,a wh;a  

tlal ixpdrh lrkjd' 

얼마나 걸릴까요?
ld,h fldmuK .;fõú o@    
ksYaÑ; jq ia:dkh olajd .;jk 
ld,h úuiSfï oS Ndú;d lrk 
m%ldY fõ'

· 태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로 얼마나 걸릴까요?

   ;dhs,ka;fha isg fldßhdjg 
.=jka hdkfhka fldmuK 
fj,djla .;fõú o@ 

정도 ú;r$muK

· 일주일 정도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i;shla ú;r frday,g 
hkak fjkjd'

1.  베트남 호찌민까지 항공편으로 얼마나 걸려요?  

;dhs,ka;fha nexfldlaj,g .=jka hdkfhka fldmuK fj,djla .; fjkjd o@

2. 제일 빠른 우편은 뭐예요? jvd;a fõ.j;a ;emE, fudllao@

정답   1.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려요.  2. 국제 특급이에요.

대화 2  ixjdoh 2
Track 92

;=jdkaa uy;aud ;eme,a ld¾hd,fha fiajlfhl= yd l;d lrñka isáhs' m%:ufhka 

fonig fojrla ijka 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Èka ijkaoS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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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에 올려놓다
 ;rdosfhys ;nkak

소포를 받다
md¾i,a tlla ,nd 

.kakjd

소포를 보내다
md¾i,a hjkjd

무게를 재다
nr lsrkjd

일반 우편
idudkH ;emE,

택배
md¾i,a

국제 특급(EMS)
cd;Hka;r iS>%.dó 

;emE,

등기 우편
frcsiag¾ ;eme,

• 소포를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md¾i,a tl ;rdosfha ;nkak

• 소포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md¾i,a tlla ,enqfKd;a fyd|hs'

• 국제 특급으로 보내면 제일 빨라요. cd;Hka;r iS>%.dó ;emEf,ka hkjd kï jvd;a fõ.j;a

• 요즘은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fï ojiaj, md¾i,a l%uh Ndú;d lrk wh jeäfj,d'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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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보기 무게를 재다            소포를 보내다           저울에 올려놓다           소포를 받다

  

2.   다음의 문장에 이어질 문장을 찾아 연결하세요. 
Match each sentence on the left to the corresponding request on the right.

① 무게를 재야 합니다.      ㉠  우표를 붙이십시오.

② 우표를 안 붙였습니다.     ㉡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③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  여기에 주소를 쓰십시오.

④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없습니다.     ㉣  소포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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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 each sentence on the left to the corresponding request on the right.

① 무게를 재야 합니다.      ㉠  우표를 붙이십시오.

② 우표를 안 붙였습니다.     ㉡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③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  여기에 주소를 쓰십시오.

④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없습니다.     ㉣  소포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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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e<fmk m%ldY fldgqfjka f;dard ,shkak'

무게를 재다    소포를 보내다    저울에 올려놓다    소포를 받다

1) 2) 3) 4)

정답   1) 저울에 올려놓다  2) 무게를 재다  3) 소포를 보내다  4) 소포를 받다

어휘 2  jpk ud,dj 2 소포/택배	 md¾i,a

md¾i,a yd iïnkaO jpk yd m%ldYk fudkjd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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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êu;a f.!rjd¾:h oelafjk úOdk iajrEmfha jdlHhl wjidkhg tl;= lrk m%;Hhla 

fõ' /iaùula" bÈßm;a lsÍula fyda jd¾;djla jeks úêu;a ks, wjia:djl§ ldreKsl f,i 

úOdkhla §fï§ fyda weu;Sfï§ fhdod.efka'

자음(jH[ack) → -으십시오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십시오

올려놓다 → 올려 놓으십시오
보내다  → 보내십시오 

살다  → 사십시오

·  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fl%äÜ ldâ tl ke;sjqkd' fudlo lrkak ´fka@

    나: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십시오. fï ÿrl;k wxlhg flda,a lrkak'

· 가: 소포를 보내고 싶습니다. md¾i,hla hjkak ´fka'

    나: 이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fï ;rdÈh Wäka ;shkak'

2.   다음의 문장에 이어질 문장을 찾아 연결하세요. 
 my; jdlH iuÕ .e,fmk jdlH fidhd iïnkaO lrkak'

① 무게를 재야 합니다.    ㉠ 우표를 붙이십시오.

② 우표를 안 붙였습니다.   ㉡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③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 여기에 주소를 쓰십시오.

④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없습니다.    ㉣ 소포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정답   ① ㉣  ② ㉠  ③ ㉡  ④ ㉢

정답   1. 기다리십시오  2. 가십시오/내려가십시오

1.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

2. 이곳 청소가 끝나면 1층 식당으로                                .

문법 2  jHdlrK 2 -(으)십시오 G29-2

비교해 보세요 ixikaokh lr n,kak

 ‘-(으)십시오’ iy ‘-(으)세요’

‘-(으)십시오’ iy ‘-(으)세요’ wK lsÍula olajhs' ‘-(으)십시오’ úêu;a wjia:djkays Ndú;d lrk w;r 

;rul oeä yeÕSula iys;hs' kuq;a ‘-(으)세요’ Ndú;fhka ióm njla yef.k w;r wúêu;a 

wjia:djkays ióm ino;djla we;s" .re l< hq;= mqoa.,hkag fyda ;uka iuÕ iudk 

jhila we;s mqoa.,hskag Ndú;d lrkq ,efí'

‘-(으)십시오’ ms<sn|j wjfndaO jqKd o@ tfia kï my; jdlH w;rska uq,a jdlH yd msgq 

miska fhfok jdlH f,i .e,msh yels jdlH hq., f;dard tlg iïnkaO lrkak'

;j álla mdvï lruqo@ ‘-(으)십시오’ Ndú;d lrñka jdlHh iïmQ¾K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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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가: 태국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해요.

  나: 편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태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3, 4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7일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2) 가: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내려고 해요.

 나: 엽서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베트남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2, 3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5일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3) 가: 인도네시아로 카드를 보내려고 해요.
 나: 카드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인도네시아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5, 6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10일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4) 가: 스리랑카로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나: 소포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스리랑카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5, 6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10일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보기

지역 

m%foaYh

국제특급(EMS)

cd;Hka;r iS>%.dó (EMS)   

보통 우편 

idudkH ;emE, 

중국, 베트남 Ökh yd úhÜkduh   2~3일 ojia 2-3 5일 ojia 5 

태국, 필리핀 ;dhs,ka;h ms,smSkh         3~4일 ojia 3-4 7일 ojia 7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bkaÿksiShdj" Y%S ,xldj 5~6일 ojia 5-6 10일 ojia 10

가: 중국으로 카드를 보내려고 해요.

 Ökhg ldâ tlla hjkak lsh,d' 

나: 카드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ldâ tl ;rdosh Wv ;shkak'

가: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Ökh olajd fldmuK .;fjkjd o@ 

나: 국제 특급은 2, 3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5일 정도 걸립니다.

   cd;Hka;r iS>%.dó ;emEf,ka ojia 2" 3 la .;jk w;r 

idudkH ;emEf,ka ojia 5la ú;r .;fjkjd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tfykï cd;Hka;r iS>%.dó ;emEf,ka hjkak'

중국

270   한국어 표준교재

활동

표를 보고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Using the chart below,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지역 국제 특급(EMS) 보통 우편

중국, 베트남 2~3일 5일

태국, 필리핀 3~4일 7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5~6일 10일

1)   2)

3)   4)

보기

중국

 가: 중국으로 카드를 보내려고 해요. 

 나: 카드를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가: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나: 국제 특급은 2, 3일 걸리고 보통 우편은 5일 정도 걸립니다.

 가: 그럼 특급 우편으로 해 주세요.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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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고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j.=j n,d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l;d lr n,kak'

스리랑카 YS% ,xl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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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bkaÿksiShdj

1) 

3) 

2) 

4) 

베트남 úhÜkduh태국 ;dhs,ka;h

활동  l%shdldrl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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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f;dr;=re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는 급한 편지나 서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

니다. 국제특급으로 발송한 우편물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컴퓨터망을 통해 배달 여부가 즉시 조회됩니

다. 컴퓨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원하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조회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

다. 현재 150개국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cd;Hka;r iS>%.dó ;emE,a fiajdj" yosis ,shqï fyda md¾i,a wdosh b;d blaukska wdrlaIdldÍj úfoaY 

rgj,g hjk fiajdjla fõ' iS>%.dó ;emEf,ka hjk ,o ,smsfha ;;ajh ms<sn|j cd;Hka;rj iïnkaO 

ù we;s mß>Kl cd, uÕska iefklska úuiSï lr oek.; yelsh' mß>Klfhka úuiqñ lsrSug fkdyels 

wjia:djloS jqj;a mrsyrKh lrkakdg wjYH kï *elaia fyda úoHq;a ;emE,^Bfï,a& uÕska úuiSï lr 

m%;sM,h ,nd .; yelsh' j¾;udkfha rgj,a 150 l fuu l%uh l%shd;aul fõ'

✚보낼 수 있는 물품 heúh yels NdKav

✚보낼 수 없는 물품 heúh fkdyels NdKav

편지

,shqï

서류

,shlshú,s

옷

we÷ï

책

fmd;a

화장품

rEm,djkH NdKav

음식물

wdydr

한약

fnfy;a øjH

동물류

i;a;=

식물류

me<Eá

폭발성/가연성 물질

mqmqrek iq¿ øjH

금·은 등의 귀금속

rka" ßos" f,dalv jeks 

jákd NdKav

신용카드

Kh ldâm;

현금(지폐, 동전)

 uqo,a ^fkdaÜgq" ldis&

여행자 수표

ixpdrl fplam;a

항공권

.=jka m%fõY 

m;%h

✚

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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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합니까?

 ①                     ②                     ③                     ④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여기는 어디입니까?  

① 약국      ② 은행  

③ 백화점  ④ 우체국

 4. 남자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① 편지를 보내려고 왔습니다. 

② 택배를 받아야 해서 왔습니다. 

③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④  택배 물품을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5.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낼 때 국제 특급은 며칠이 걸립니까? 

① 3일  ② 4일

③ 7일  ④ 10일

Track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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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93

l;djg ijka§ m%Yakhg .e,fmk ms<s;=re f;darkak'

[3~5]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  여기는 어디입니까? fu;k fldfyao@

 ① 약국  ② 은행

 ③ 백화점  ④ 우체국

4.  남자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msßñ mqoa.,hd wehs fu;kg wdfõ@

 ① 편지를 보내려고 왔습니다.

 ② 택배를 받아야 해서 왔습니다.

 ③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④ 택배 물품을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5.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낼 때 국제 특급은 며칠이 걸립니까?   

úhÜkduhg ;eme,a m;la heúSfïoS cd;Hka;r iS>%.dó ;emEf,ka ojia lShla .;fõo@

 ① 3일  ② 4일

 ③ 7일  ④ 10일

my; mska;=r foi n,d .e,fmk ms<s;=r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은 무엇입니까? fïl fudllao@ 

①  ② ③  ④

2. 지금 무엇을 합니까? oeka fudlo lrkafka@ 

①  ② ③  ④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wxl 1 isg wxl 2 olajd we;af;a mska;+r n,d m%Yakhg .e,fmk ms<s;=r f;dark 

m%Yakh fõ' fonig ijka oSug fmr mska;+r fyd|ska ksÍlaIKh lr n,kak'

wxl 3 isg wxl 5 olajd we;af;a fonig ijka oS  .e,fmk ms<s;=r f;dark m%Yak 

fõ' Y%jKh lsÍug fmr m%Yakj, wka;¾.;h tla jrl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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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여: 소포입니다. md¾i,hla fõ'  ② 여: 엽서입니다. ;eme,am;la fõ'

 ③ 여: 편지입니다. ,shqula fõ'  ④ 여: 카드입니다. ldâm;la fõ' 

2. ① 남: 편지를 씁니다. ,shqula ,shkjd' ② 남: 무게를 잽니다. nr lsrkjd'

 ③ 남: 돈을 찾습니다. uqo,a .kakjd' ④ 남: 우표를 붙입니다. uqoaorh w,jkjd' 

3. 여: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합니다. Ökhg md¾i,hla hjkak lsh,d bkakjd' 

 남: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we;=f,a fudkjo ;sfhkafka@ 

 여: 옷하고 책이 있어요. we÷ï yd fmd;a ;sfhkjd' 

4. 남: (딩동 딩동) 모니카 씨, 계세요? ^ÿrl:kh kdo fõ& fudksld uy;añh bkakjd o@

 여: 네. 그런데 누구세요? Tõ fï ljqo@

 남: 택배 왔습니다. ;emEf,ka md¾i,hlaa wdjd' 

5. 여: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úhÜkduhg ;eme,a m;la hjkak lsh,d bkafka' ojia lShla .; fõú o@

 남:  국제 특급은 4일 정도 걸리고 일반 우편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cd;Hka;r iS>%.dó ;emEf,kaa ojia 4la muK .; jk w;r idudkH ;emEf,ka ojia 7-10la 

muK .; fjkjd' 

 여: 그럼 국제 특급으로 할게요. tfyu kï cd;Hka;r iS>%.dó ;emEf,ka hjkakï'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③   2. ②   3. ④   4. ④   5. ②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ixjdohg fyd¢ka ijka§ m%Yakhg .e<fmk ms<s;=r f;darkak'

 남자가 여자를 찾아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msßñ mqoa.,hd .eyeKq flkdj fidhd meñKs fya;=j l=ulao@

 ① 소포를 부치려고 ② 소포를 포장하려고

 ③ 시간을 물어 보려고 ④ 우편번호를 문의하려고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29

1. 남: 태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dhs,ka;hg md¾i,hla heùug fldmuK ld,hla .;fjhso@

 여: 특급은 4일 정도 걸리고 일반은 7일 이상 걸려요. 

  iS>%.dó Èk 4 la .; jk w;r idudkH Èk 7 lg jvd .;fjkjd'

 남: 그럼 특급으로 보내 주세요. tfykï iS>%.dó tfla hjkak'

 여: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내시는 분과 받으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를 써 주세요.

  yß' lreKdlr hjkakdf.a iy ,nkakdf.a ku iy ,smskh ,shkak'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정답   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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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29과_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27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카드입니다.  ② 엽서입니다.

 ③ 이메일입니다.  ④ 편지 봉투입니다.

2.  ① 우표를 삽니다.   ② 엽서를 씁니다.

 ③ 돈을 찾습니다.  ④ 통장 정리를 합니다.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가: 편지를  해요.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요?

 나: 이 근처에는 없고 지하철역 쪽으로 가야 해요.

① 받으려고  ② 보내려고    

③ 읽으려고  ④ 찾으려고

4.  가: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나: 그럼  위에 소포를 올려놓으세요.

① 전화  ② 저울 

③ 우표   ④ 봉투

5. 가: 손님, 받는 사람의 주소가 없네요. 받는 사람의 주소를 .

 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① 쓰네요  ② 쓰십시오

③ 썼습니다  ④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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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우표를 삽니다.  ② 엽서를 씁니다.

③ 돈을 찾습니다.  ④ 통장 정리를 합니다.

3.

 

가: 편지를                              해요.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요?

     ,shqula heùug lsh,d fï <Õ ;eme,a ld¾hd,hla ;sfhkjd o@

나: 이 근처에는 없고 지하철역 쪽으로 가야 해요.

     fï <Õ kï keye' Wux ÿïßh fmd< me;a;g hkak ´fka'

     ① 받으려고 ② 보내려고 ③ 읽으려고 ④ 찾으려고

4.

 

가: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md¾i,a tlla hjkakg wjYHhs' 

나: 그럼                              위에 소포를 올려놓으세요. 

     tfyu kï ;rdosh Wäka md¾i,h ;shkak'

     ① 전화 ② 저울 ③ 우표 ④ 봉투

5.

 

가: 손님, 받는 사람의 주소가 없네요. 받는 사람의 주소를                             . 
     i¾$ñia" ,nkakdf.a ,smskh keyefka' ,nkakdf.a ,smskh ,shkak'

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yrs f;afrkjd' wd fukak'

     ① 쓰네요 ② 쓰십시오 ③ 썼습니다 ④ 쓰지 마세요

[3~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②  5. ②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wxl 1 isg wxl 2 olajd we;af;a mska;+rh n,d w¾:h l=ulao lshd f;dark m%Yak 

fõ' by;oS bf.k .;a jpk u;la lrñka ms<s;=re imhkak'

3 isg 5 olajd we;af;a foniaj, wka;¾.;hg .e,fmk f,i ysia;ekg fhdok 

jpkh f;dark m%Yakh fõ' foni fyd|ska lshjd .e,fmk ms<s;=r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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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편지를 보낼 때에는 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를 쓰고                을/를 붙여야 합니다.

,smshla hjk úg ,shqï ljrfha ,nkakdf.a ,smskh ,shd uqoaorhl we,úh hq;=h'

 ① 무게 ② 요금 ③ 우표 ④ 저울

2.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일반 항공편으로 보내면  

                     데 10일 정도 걸리고 국제 특급은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ñ;=rdg ;E.a.la heùug ;eme,a ld¾hd,hg .shd' idudkH .=jka hdkhlska hjk úg meñsKSug 

Èk 10 la muK .; jk w;r iS.%>dó  .=jka hdkhlska Èk 3la muK .; fjhs'

 ① 도착하는 ② 설치하는 ③ 올라오는 ④ 출발하는

3.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my; we;s fþoh lshjd l=ula iïnkaOj ioyka ù we;ao hkak f;darkak'

점심시간에 우체국에 갔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배송비는 

삼만 원이었습니다.

Èjd wdydr fj,dfõ ;eme,a ld¾hd,hg .shd' .fï bkak foujqmshkag ;E.a.la heõjd' keõ.; 

lrk úhou fjdka 30000la jqKd'

 ① 소포 ② 예약 ③ 생일 ④ 쇼핑

4.   다음 영수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my; ì,am; ms<sn|j we;s ksjerÈ meyeÈ,s lsÍu l=ulao@

확장 연습 jeäÿr wNHdi

정답   1. ③   2. ①   3. ①   4. ③    

우체국 ;eme,a ld¾hd,h

접수 일자: 11월 9일  12:40 
W;aij Èkh - fkdjeïn¾ 9 12(40 

총 요금: 2,800원 uq¿ uqo, - fjdka 2800 

국내 일반 우편물 foaYSh iudkH ;emE, 

보낸 사람 리리 hjk mqoa.,hd -,s,s 

받는 사람 수루 ,nk mqoa.,hd - iqrE 	
수납 요금 2,800원 .nvd .dia;= - fjdka 2800 

① 요금은 모두 이천 원입니다.

② 우편물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③ 리리 씨가 수루 씨에게 보냅니다.

④ 우편물은 십일월 구일에 도착합니다.

fyd`Èka ijka § mqkreÉpdrKh lrkak'

fldßhdkq NdIdfõ y,alsrSï folla fhfok wjia:d j,oS  y,alsrSï f,i fhfok jH[ack 

w;ßka tla jH[ackhla muKla WÉpdrKh lrhs' ta wkqj ‘닭’ fyda ‘값’ jeks jpk 

msßlaiSfï§ wjidk jH[ack wlaIr fol w;ßka tla jH[ackhla bj;a lr ‘닥 [tak], 갑[kap]’ 
f,i WÉpdrKh lrhs'

(1) 몫, 흙, 값, 읽다, 앉다 (2) 여덟, 넓다, 젊다, 삶다

(3) 값도 싸요.  (4) 닭도 있어요.

발음 WÉpdrKh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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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내
wOHhkh 

i|yd jk 

ud¾f.damfoaYh

□wOHhk  wruqKq  wid oek.ekSu $ wOHdmkh ,eîug whÿï 

lsÍu 

□jHdlrK  Ndú;h ioyd Wmfoia –(으)ㄹ 수 있다/없다, –(으)려면

□ jpk Ndú;h ioyd Wmfoia  wOHdmkh iy fiajd"  úfoaYSh lïlre 

iyfhda.S;d uOHia:dkh Ndú;h 

□ ixialD;sl f;dr;=re	 	úfoaYSh lïlrejka i|yd jk wOHdmk 

wdh;k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T;kska f;lafjdkafoda mqyqKq fjkak mq¿jkao@ 

1. 리한 씨는 왜 센터에 전화했어요? 
ßydka uy;d fikag¾ tlg ÿrl;k weu;=ula ,nd .;af;a wehs@

2. 리한 씨는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ßydka uy;dg f;lafjdkafoda mq¨jkao@

정답   1.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2. 아니요, 전혀 할 수 없어요.

대화 1  ixjdoh 1
Track 94

ßydka uy;d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 ÿrl;k weu;=ula ,nd 

ÿkakd' m,uqj fonig fojrla ijkaoS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리 한  여보세요. 거기 외국인력지원센터지요? 
  wdhqfndajka" Th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o@ 

직 원  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Tõ" fldfydu Woõjlao wjYHh@ 

리 한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f;lafjdkafoda bf.k .kak leu;s" T;kska  

f;lafjdkafoda mqyqKqj ,nd.kak mq¿jkao@  

직 원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Tõ" bßodg f;lafjdkafoda mqyqKq mka;shla ;sfhkjd' 

리 한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f;lafjdkafodaa fmdâvlaj;a okafka keye" m%YaKhla keoao@  

직 원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we;a;gu m%Yakhla kE" bßodg uOHia:dkhg weú;a yuqfj,d 

f;dr;=re ,ndf.k n,kak'

리 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õ" f;afrkjd" ia;+;shs' 

거기 Th 

ÿrl;k fyda tÈfkod 
l;dnfya§ ksYaÑ; 
ia:dkhla fmkaùug  
Ndú;d lrkq ,nhs'

· 가: 거기 피자집이지요?
   Th mSid lvho@

   나:    네, 뭐 주문하시 
겠습니까?

   Tõ' weKajqï 
lrkafka  
fudkjdo@

전혀 lsisfia;au$fmdâvlaj;a 

iEu úgu RKd;aul fohla 

ms<sn| mjioa§ Ndú;d lrhs' 

· 가:   다음 주부터 야근을 해야 

돼요. 알고 있었어요?

   ,nk i;sfha isg ? jev 

l< hq;=hs' okakjd fkao@ 

   나: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

어요.

  keye' fmdâvlaj;a oekka 

isáfha keye'

fydÈka ijkaoS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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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진료
ngysr ffjoH m%;sldr  

컴퓨터 교육
mß.Kl mqyqKqj  

교육
wOHdmkh

진료
m%;sldr

태권도 교육 
;hsfldkafoda mqyqKqj  

법률 교육
kS;suh mqyqKqj  

안전 교육
wdrlaIl mqyqKqj 

국악 교육
fldßhka idïm%odhsl 

ix.S; mqyqKqj 

금융 교육 
uQ,Huh mqyqKqj  

영양 교육
fmdaIK mqyqKqj  

한방 진료
fldßhka ffjoH m%;sl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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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①     ㉠

②     ㉡

③     ㉢

④     ㉣

안전 교육

컴퓨터 교육

태권도 교육

한국어 교육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or expressions.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ㄹ 수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으)ㄹ 수 있다/없다.’

1) 가: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나: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 불고기는 어때요?

2) 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나: 주말에 저하고 같이 외국인력센터에 갈래요? 거기에서 .

3) 가: 리리 씨는 중국 음식을 ?

 나: 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보기  먹다                                    만들다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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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ㄹ 수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using ‘-(으)ㄹ 수 있다/없다.’

1) 가: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나: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 불고기는 어때요?

2) 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나: 주말에 저하고 같이 외국인력센터에 갈래요? 거기에서 .

3) 가: 리리 씨는 중국 음식을 ?

 나: 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보기  먹다                                    만들다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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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교육 ㉡ 컴퓨터 교육 ㉢ 태권도 교육 ㉣ 한국어 교육

① ③② ④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mska;+r foi n,d .e,fmk jpkh iuÕ hd lrkak'

정답   ① ㉡  ② ㉣  ③ ㉠  ④ ㉢

어휘 1  jpk ud,dj 1 교육 및 서비스 wOHdmkh iy fiajd   

한국어 교육
fldßhka NdIdj 

mqyqKqj 

wOHdmkh iy fiajdjka yd iïnkaO jpk fudkjdoehs bf.k .ksuq'

by; jpk fldgi fkdn,d m%Yak j,g ms,s;=re imhkak'



30 T;kska f;lafjdkafoda mqyqKq fjkak mq¿jkao@   357356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hï fohla lsrSug yelshdj we; fyda ke; hkak oelaùug fhdod .efka' l%shd mo iu. 

muKla iïnkaO jk w;r l%shdmoh u`.ska hï fohla l< yels nj w¾:j;a fõ kï ‘-(으)ㄹ 

수 있다’	hkak;a " tfia fkdfõ kï ‘-(으)ㄹ 수 없다’ hkak fhdod.kS'

자음(jH[ack) → -을 수 있다/없다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ㄹ 수 있다/없다

읽다 → 읽을 수 있다
보내다 → 보낼 수 있다

만들다 → 만들 수 있다

· 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fldßhdkq NdIdj bf.k .kak ´fk'

    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fldßhdkq NdId ixialD;sl uOHia:dkfha§ fldßhdkq NdIdj bf.k .kak mq¿jka' 

· 가: 흐엉 씨는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yTx uy;añhg fldßhdkq lEu yokak mq¿jkao@

    나: 네,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Tõ mq,afld.s yokak mq¿jka'

정답   1. 출근할 수 없어요   2. 받을 수 없어요

정답   1) 먹을 수 없어요  2) 배울 수 있어요  3) 만들 수 있어요

1. 몸이 아파서 오늘은                                 .     2. 지금은 바빠서 전화를                                  . 

받다              출근하다 

ysia;ekg .e<fmk m%ldYh WodyrK fldgiska f;dard	‘-(으)ㄹ 수 있다/없다’ Ndú;d lrñka ixjdo iïmQ¾K 

lrkak'

2.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으)ㄹ 수 있다/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가: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wms lsïÉÑ	Ñf.a	lkak huqo@ 

 나: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 불고기는 어때요?

2)  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mß.Klh bf.k .kak leu;shs'

 나: 주말에 저하고 같이 외국인력센터에 갈래요? 거기에서                    .

3)  가: 리리 씨는 중국 음식을                    ?

 나: 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Tõ" uu Whk jevlrkak f.dvla leu;shs'

보기
먹다                    만들다                    배우다

문법 1  jHdlrK 1 -(으)ㄹ 수 있다/없다 G30-1

‘-(으)ㄹ 수 있다/없다’ wjfndaO jqkdo@ tfiakï ksjerÈ m%ldYh f;dard jdlH iïmQ¾K 

lrkak'

;j álla mdvï lruqo@ ‘-(으)ㄹ 수 있다/없다’ Ndú;d lrñka jdlHh iïmQ¾K lrkak'



30 T;kska f;lafjdkafoda mqyqKq fjkak mq¿jkao@   357356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리 한  저기요. 태권도 수업을 듣고 싶은데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udfjkak" f;lafjdkafoda mqyqKq mka;shg 

nef|kak leu;S" f;lafjdkafoda mqyqKqjg whÿï 

lrkjd kï fldfyduo lrkafka@  

직 원  저희 센터는 처음이세요? 
  Tn fï uOHia:dkhg wdmq m<uq j;djo@  

리 한  네, 처음이에요. 
 Tõ" m<uq j;dj' 

직 원  그러면 먼저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릴 

게요. 그 후에 상담을 받고 태권도 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tfykï uq,skau idudðl ldâm;la yo,d fokakï' 

Bg miafia Wmfoia ,ndf.k f;lafjdkafoda 

mqyqKqjg whÿï l,du yß' úfoaYSh ,shdmÈxÑ 

yeÿKqïm; wrka wdjo@   

리 한  네, 여기 있어요. 
  Tõ" fï ;sfhkjd'

먼저 m,uqj 

· 먼저 들어가십시오.
  m,uqj we;=,;a fjkak' 

·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fldßhdjg .shúg uq,skau 
lrkak leu;s l=ulao@ 

어떻게 해야 돼요?
l=ulao l< hq;af;a@

hï fohla lrk wdldrh fyda 
l%uh ms<sn|j m%Yak lsÍug 
fhdod.kS'

·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ug nexl= fmd;la iE§ug 
wjYHh ta i|yd l=ula l< 
hq;=o@ 

·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fldßhka ñ;=rka we;slr 
.ekSug leu;sh ta i|yd 
l=ulao l< hq;af;a@

1. 리한 씨는 센터에서 무슨 수업을 들을 거예요?
 ßydka uy;d uOHia:dkfhka l=uk úIhla bf.k .kSo@

2. 센터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해요?
 uOHia:dkfhka hï úIhla f;dardf.k yeoEÍu i|yd m,uqj l< hq;af;a l=ulao@ 

정답    1. 태권도 수업을 들을 거예요.   2.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야 해요.

대화 2  ixjdoh 2
Track 95

ßydka uy;d uOHia:dkhg .shd' l=ula i|ydo .sfha@ m,uqj fonig fojrla 

ijka§ bkamiqj wkq.ukh lrñka lshjkak'

fydÈka ijkaoS wkq.ukh l,do@ tfiakï ,nd § we;s m%Yak ioyd ms<s;=re 

imhkak'



30 T;kska f;lafjdkafoda mqyqKq fjkak mq¿jkao@   359358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예약하다
ld,h fjkalr 

.kakjd^wefmdhskaÜukaÜ& 

상담을 받다
 Wmfoia ,nd .kakjd 

교육을 신청하다
mqyqKqjg whÿï lrkjd 

교육을 받다
mqyqKqj ,nkjd 

이용하다
Ndú;d lrkjd 

행사에 참여하다
W;aijhlg iyNd.S 

fjkjd 

문화 체험을 하다
ixialD;sl w;aoelSï 

,nd .kakjd 

자원 봉사를 하다
iafõÉPdfjka bÈßm;a 

fjkjd

• 수업을 듣고 싶으면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mka;shlg iyNd.sùug wjYHh jQ úg uOHia:dkh ;=,ska WmfoaYk fiajdj ,nd .; hq;=h' 

• 센터에서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uOHia:dkh ;=,ska fldßhka ixialD;sl w;aoelSï ,nd.; yelsh'

• 전화를 해서 예약한 후에 방문하세요.  
ÿrl;k weu;=ula ,nd§ fj,djla fjkalr .ekSfuka wk;=rej meñfKkak'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mska;+rhg n,d Bg .e,fmk jpkh WodyrKfhka f;dard ,shkak '

   30과_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279

연습 2

2.   위의 표현을 사용해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Using the expression above, make the conversations as follows.  

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교육을 신청하고 싶어요.
보기

3.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answers.

1) 가: 태권도 교육을 받고 싶어요. 

 나:  여기 신청서를 쓰세요. 

① 태권도 교육을 받으면 

② 태권도 교육을 받으려면  

2) 가: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요?  

 나:  여러 가지 채소하고 밥이 필요해요.

① 비빔밥을 만들어서 

② 비빔밥을 만들려면 

보기 행사에 참여하다            교육을 신청하다            자원 봉사를 하다            상담을 받다

1.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Choose the words or expressions  from the box that best describe the pictures.

1)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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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행사에 참여하다  교육을 신청하다  자원 봉사를 하다  상담을 받다

1) 2) 3) 4)

정답   1) 행사에 참여하다  2) 상담을 받다  3) 교육을 신청하다   4) 자원 봉사를 하다

어휘 2  jpk ud,dj 2 외국인력지원센터 이용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 Ndú;h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 Ndú;d lsÍfï§ wjYH jk jpk iy 

m%ldYhka fudkjdoehs oek .ksuqo@  

Tn by; bf.k .;a jpk ud,dj kej; isys lrñka ,nd § we;s m%Yak ioyd 

ms<s;=re imhd n,u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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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ixjdo lshjd .e<fmk ms<s;=r f;darkak'

1) 
가: 태권도 교육을 받고 싶어요. f;lafjdkafoda mqyqKqj ,nd.kak leu;shs'

나:                                    여기 신청서를 쓰세요.  

f;lafjdkafoda wOHdmkh ,eîu i|yd fuu whÿïm;%h msrúh hq;=h'

     ① 태권도 교육을 받으면 ② 태권도 교육을 받으려면

2) 가: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요? msìïmí tfla fudkjo ;sfhkafka@

나:                                    여러 가지 채소하고 밥이 필요해요.   

msìïmí iE§u i|yd úúO t<j¿ iy iy,a wjYHh fõ'

    

     ① 비빔밥을 만들어서  ② 비빔밥을 만들려면

정답    1) ②    2) ②

‘-(으)려면’ hkak l%shdmohlg miqj fhfok w;r jdlH folla iïnkaO lsÍug fhdod 

.efka' jdlHfhys l;D hïlsis l%shdjla lsÍug wjYH nj fyda hïlsis fohla lsÍug we;s 

leue;a;la ;sfí kï miqmiska fhfok jdlHfhka oelafjk l%shdj isÿúh hq;=hs hkak 

fmkaùug fhdod .efka'

자음(jH[ack) → -으려면 모음(iajr), 자음 ‘ㄹ’ (jH[ackh	-ㄹ) → -려면

받다 → 받으려면
마시다 → 마시려면

만들다 → 만들려면

· 가: 컴퓨터 교육은 어디에서 신청해요? mß.Kl wOHdmkh i|yd whÿï lrkafka fldfykao@

    나: 컴퓨터 교육을 신청하려면 1층으로 내려가세요.  

         mß.Kl wOHdmkhg whÿï lsÍug kï m<uq uy,g nyskak'

· 가: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어요. lsïÑÉf.a yokak ´fka'

    나: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김치하고 고기가 필요해요.lsïÑÑf.a yeoSug kï lsïÑ iy uia wjYH fõ'

· 소포를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야 해요. md¾i,h heùug kï ;eme,a ld¾hd,hlg hkak wjYHhs'

문법 2  jHdlrK 2 -(으)려면 G30-2

‘-(으)려면’ ms<sn| wjfndaO jQjdo@ tfia kï m%Yak j,g .e,fmk m%ldYh f;dard 

jdlHh iïmQ¾K lrkak'



30 T;kska f;lafjdkafoda mqyqKq fjkak mq¿jkao@   361360  30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보기

280   한국어 표준교재

1)   2)

3)   4)

활동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가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make the conversations at the institutions supporting migrant workers.

보기

컴퓨터 교육을 받다

가: 여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나:   네, 컴퓨터 교육을 받으려면 이 신청서를 

쓰세요. 

상담을 받다

문화 체험을 하다

행사에 참여하다

자원 봉사를 하다

먼저 
예약하다

신청서를 

쓰다

내일까지 

신청하다  

신청서를 
쓰다

일요일에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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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가: 여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나: 네, 상담을 받으려면 먼저 예약하세요.

2) 가: 여기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 네, 행사에 참여하려면 먼저 신청서를 쓰세요.

3) 가: 여기에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나: 네, 문화 체험을 하려면 내일까지 신청하세요.

4) 가: 여기에서 자원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나: 네, 자원 봉사를 하려면 일요일에 오세요.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g f.dia WodyrKfhka fmkajdoS we;s whqrska l;d lr n,kak'

먼저

예약하다

신청서를

쓰다

일요일에

오다

1) 

3) 

상담을 받다 행사에 참여하다

문화 체험을 하다 자원 봉사를 하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가서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4) 

가: 여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fuys§ mß.Kl mqyqKqj ,nkak 

mq¿jkao@ 

나:  네, 컴퓨터 교육을 받으려면 이 신청서를 

쓰세요.

	  Tõ"mß.Kl mqyqKqj ,nd .kak kï fï 

whÿïm; mqrjkak' 
컴퓨터 교육을 받다

신청서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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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ß.Kl mqyqKqj ,nd .kakjd 

Wmfoia ,nkjd 

ixialD;sl w;aoelSï ,nd.kakjd 

W;aijhlg iyNd.S 

fjkjd 

iafõÉPdfjka bÈßm;a fjkjd 

2) 

whÿï m;a mqrjkjd 

활동  l%shdldrlï 

유용한 표현  jeo.;a úh yels m%ldYk

그게 좋겠어요. tal fyd|hs 

가: 점심부터 먹고 일할까요? oj,a wdyrh wrf.ku jev lruqo@

나: 그게 좋겠어요. tal fyd|hs'

uq,skau ld,hla 

fjkalrjd 

.kakjd 

whÿïm; mqrjkjd 

bßodg tkjd

내일까지

신청하다

fyg jk;=re  

whÿï lrk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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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기관 
úfoaYSh lïlrejka i|yd ;sfnk iyk uOHia:dk 

외국인력상담센터 úfoaYSh lïlre WmfoaYk fiajd uOHia:dkh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공공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다양한 외국어로 서비스되고 있어 한국

어를 잘 모르는 근로자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상담은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전화 상

담은 홈페이지(www.hugkorea.or.kr) 게시판에 상담 내용과 전화번호, 예약 시간을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

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 úfoaYSh lïlrejka iy jHdmdßlhkag iyfhda.h ,ndfok 

uOHia:dkhhs' úúO NdIdjka j,ska fiajdjka ,nd.; yels w;r fldßhka NdIdj fydoska fkdokakd 

lïlrejkag wmyiqjlska f;drj Wmldrl ,nd .ekSfï myiqlu ;sfí' ld,hla fjkalr ÿrl:k u.ska 

WmfoaYkh ,nd .ekSug;a'	yuqù WmfoaYkh  ,nd .ekSug;a yelshdj we;' ÿrl:k WmfoaYk i|yd wmf.a 

wka;¾cd, fjí wvúfha ksfõok mqjrefjys wjYH WmfoaYk f;dr;=re iy ÿrl:k wxlh i|yka l<fyd;a 

wmf.a WmfoaYljrfhla Tng ÿrl:k weu;=ulA ,ndfohs' yuqù WmfoaYk ,nd .ekSug kï fõ,djka 

fjkalr .ekSu isÿ l< hq;=hs'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및 프로그램 소개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fha YdLd 

ld¾hd, iy jevigyka yeoskaùu

외국인력지원센터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를 돕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의 여러 가

지 교육 뿐만 아니라 고충 상담, 생활 법률, 국가별 커뮤니티 

행사나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 fldßhdfõ 

Ôj;aj isák úfoaYSh lïlrejkaf.a Wmldrh 

i|yd fldßhka NdId mqyqKqj" mß.Kl mqyqKqj wd§ 

úúO j¾.fha mQyqKq jevigykao WmfoaYKh" kS;s 

fiajd" cd;Hka;r iudc jevigyka iy kdkdúO 

ixialD;sl w;aoelSïo ,ndfok jevigyka wdÈh 

ie,iqï lrñka isáhs'

지역별 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서울) www.migrantok.org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www.ufc.or.kr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www.mfwc.or.kr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www.gimhaekorea.or.kr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www.dfwc.or.kr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www.infc.or.kr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www.cfwc.or.kr

■ 상담 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1577-0071, 상담시간 09:00~18:00 상시 운영
■ 상담 전화번호: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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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공공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다양한 외국

어로 서비스되고 있어 한국어를 잘 모르는 근로자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상담

은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전화 상담은 홈페이지(www.hugkorea.or.kr) 

게시판에 상담 내용과 전화번호, 예약 시간을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방문해

서 상담을 받고 싶으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Korea supports migrant workers and business owners who hire migrant workers. As multilingual consultations are 
provided in the center, migrant workers who are not fl uent in Korean fi nd no diffi  culty in making inquiries. Phone consultation 
and one-on-one consultation at the center are available. As for the phone consultation, you can leave you concerns, phone 
number, and available hours on the website (www.hugkorea.or.kr), so one of the consultants may contact you. If you want to 
visit the center, you should schedule an appointment beforehand. 

■ 상담시간: 전국어디에서나 1577-0071, 상담시간 09:00~18:00  상시운영

■ 상담전화번호: 1577-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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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및 프로그램 소개 
Branches of the Korea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and their programs

외 국 인력 지 원 센터 는  한 국 에 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돕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의 여러 가지 교육뿐만 아니라 

고충 상담, 생활 법률, 국가별 커뮤니티 

행사나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support migrant workers by providing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Korean lessons and 
computer lessons. It also provides consultations, 
legal services, multinational events and festivals, 
and other cultural experiences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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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f;d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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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u ixjdohlg ijka§ m%Yak follg ms<s;=re imhkak'

[4~5]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  남자는 왜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갔습니까?
 msßñ mqoa.,hd wehs úfoaYSh lïlre Wmldrl uOHia:dkhg .sfha@ 

 ① 상담을 받고 싶어서  ② 자원 봉사를 하고 싶어서

 ③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④ 무료 진료를 받고 싶어서

5.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msßñ mqoa.,hd fudkjo lrñka bkafka@

 ① 돈을 내야 합니다.  ②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③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④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m%Yakhg ijka § ksjerÈ ms<s;=r f;darkak'

[1~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① 네, 신청서를 쓰세요.

 ②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③ 네, 어제 태권도를 했어요.

 ④ 아니요, 예약을 하면 돼요.

2.  ① 한국 문화를 배울게요.

 ②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③ 문화 체험을 하고 싶어요.

 ④ 한국 요리도 하고 박물관도 가요.

3.  ① 상담을 받았어요.

 ② 영양 교육을 받고 싶어요.

 ③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④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Track 96

EPS-TOPIK 듣기   Y%jKh  EPS-TOPIK

1 isg 3 olajd jk m%Yak j,g ijkaoS .e,fmk ms<s;=r f;darkak' ijkaoSug fmr 

ms<s;=re tla jrla lshjd n,kak'

wxl 4 iy wxl 5 fonig ijka § ksjerÈ ms,s;=r f;dark m%Yak fõ' ijka §ug m%:u 

m%Yak iy ms,s;=re j, wka;¾.;h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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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①  2. ④   3. ④  4. ③  5. ③

1. 남: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fuys§ f;lafjdkafoda wOHdmkh ,nd .ekSug yelso@ 

2. 여: 거기에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tys§ l=uk wdldrfha iaxialD;sl w;aoelSula ,nd .; yelso@ 

3. 남: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kdñf,a m%;sldr ,nd.ekSu i|yd l=ulao l< hq;af;a@

4-5. 여: 어떻게 오셨어요? l=ula i|ydo meñKsfha@ 

 남: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fldßhdkq NdIdj wOHkh i|yd whÿï lsÍug leue;S' ta i|yd l=ulao l< hq;af;a@ 

 여: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tfiakï m,uqj whÿïm;%h mqrjd iq¿ fõ,djla /§ isákak'

듣기 대본  Y%jK msgm;

정답    1. ①   2. ④

[1~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whÿïm;%h ;sfnkafka fldfyo@

1. ① 사무실에 있어요. ② 금요일까지예요.

 ③ 신청서가 많아요. ④ 2층에서 신청해요.

2.  ① 그럼요, 컴퓨터 교육은 못해요. ② 아니요, 항상 수업을 하고 있어요.

 ③ 아니요,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어요. ④ 그럼요,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돼요.

확장 연습 jeäÿr wNHdi L-30

1. 남: 신청서는 어디에 있어요? whÿïm;%h ;sfnkafka fldfyo@

2. 남: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컴퓨터 교육도 해요?		

	 	 úfoaY lïlre iyfhda.s;d uOHia:dkh ;=< mß.Kl wOHdmkh;a ,nd fokjdo@

확장 연습 듣기 대본  jeäÿr wNHdi Y%jK ms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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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my; mska;+r n,d .e<fmk jdlHh f;da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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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휴게실에서 쉽니다.   ② 컴퓨터를 배웁니다. 

 ③ 친구하고 운동을 합니다.  ④ 무료 진료를 받습니다.

2.  ① 상담을 받습니다.    ② 행사를 예약합니다. 

 ③ 행사에 참여합니다.              ④ 교육을 신청합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3. 다음 안내판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교육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② 세 시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③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④ 교육을 하는 곳은 205호입니다. 

4. 베트남 사람은 법률 교육을 받으러 언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① 8월 23일 오후 4시, 303호

② 8월 23일 오후 4시, 304호

③ 8월 30일 오후 4시, 304호

④ 8월 30일 오전 11시, 501호

5. 이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진료를 받고 돈을 내야 합니다.  

② 요리를 배우려면 11시까지 가야 합니다. 

③ 매주 일요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매주 화요일에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안전 교육

시간: 8월 6일(토) 
15:00~17:00

장소: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205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용 안내

* 한국 요리 교실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205호

* 무료 진료 
시간: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회의실
진료 과목: 내과, 치과, 한방 진료

 법률 교육

일시 장소 대상

8월 23일 16:00 303호 몽골

8월 23일 16:00 304호 베트남

8월 30일 11:00 501호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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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휴게실에서 쉽니다.  ② 컴퓨터를 배웁니다.

③ 친구하고 운동을 합니다.  ④ 무료 진료를 받습니다.

   30과_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283

EPS-TOPIK 읽기

[1~2]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휴게실에서 쉽니다.   ② 컴퓨터를 배웁니다. 

 ③ 친구하고 운동을 합니다.  ④ 무료 진료를 받습니다.

2.  ① 상담을 받습니다.    ② 행사를 예약합니다. 

 ③ 행사에 참여합니다.              ④ 교육을 신청합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3. 다음 안내판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교육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② 세 시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③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④ 교육을 하는 곳은 205호입니다. 

4. 베트남 사람은 법률 교육을 받으러 언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① 8월 23일 오후 4시, 303호

② 8월 23일 오후 4시, 304호

③ 8월 30일 오후 4시, 304호

④ 8월 30일 오전 11시, 501호

5. 이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진료를 받고 돈을 내야 합니다.  

② 요리를 배우려면 11시까지 가야 합니다. 

③ 매주 일요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매주 화요일에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안전 교육

시간: 8월 6일(토) 
15:00~17:00

장소: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205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용 안내

* 한국 요리 교실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205호

* 무료 진료 
시간: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회의실
진료 과목: 내과, 치과, 한방 진료

 법률 교육

일시 장소 대상

8월 23일 16:00 303호 몽골

8월 23일 16:00 304호 베트남

8월 30일 11:00 501호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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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상담을 받습니다.  ② 행사를 예약합니다.

③ 행사에 참여합니다.  ④ 교육을 신청합니다.

[3~5]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my; m%Yak j,g ms<s;=re imhkak'

3. 다음 안내판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my; oekaùfuys úia;rh yd fkd.e,fmk foh f;darkak'

úhÜkdï cd;slhd kS;suh mqyqKqj ,nd.kak ljod@ fldfyago hd hq;af;a@ 

법률 교육  kS;s wOHdmkh 

일시 Èkh 장소 ia:dkh 
대상 b,lalh ^ b,lal 

msrsi&

8월 23일 16:00 

wf.daia;= ui 23jk Èk 

iji 4

303호 

303 Yd,dj

몽골 

fudkaf.da,shj

8월 23일 16:00 

wf.daia;= ui 23jk Èk 

iji 4

304호 

304 Yd,dj 

베트남 

úhÜkduh 

8월 30일 11:00 

wf.daia;= ui 30jk Èk 

WoEik 11

501호 

501 Yd,dj  

방글라데시 

nx.,dfoaYh 

① 8월 23일 오후 4시, 303호

② 8월 23일 오후 4시, 304호

③ 8월 30일 오후 4시, 304호

④ 8월 30일 오전 11시, 501호

4. 베트남 사람은 법률 교육을 받으러 언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EPS-TOPIK 읽기   lshúSu  EPS-TOPIK

안전교육 
wdrlaIdj ms<ssn| wOHdmkh

시간: 8월 6일(토) ÈKH ( WF.DAIA;= UI 6 JK ÈK ^FIKIQRDOD& 

        15:00~17:00

장소: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205호  
ia:dkh(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 205 Yd,dj

① 교육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② 세 시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③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④ 교육을 하는 곳은 205호입니다.

wxl 1 isg wxl 2 olajd we;af;a mska;+rh n,d ksjerÈ m%ldYkh f;dark m%Yak fõ' 

by; bf.k .;a jpk wdj¾cKh lr ms,s;=re imhkak'

wxl 3 isg wxl 5 olajd we;af;a Wmfoi lshjd ksjerÈ ms<s;=r f;dark m%Yak fõ' 

Wmfoia m;%fha we;s f;dr;=re fyd|ska lshjd n,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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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료를 받고 돈을 내야 합니다.

② 요리를 배우려면 11시까지 가야 합니다.

③ 매주 일요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매주 화요일에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용 안내 

fldßhka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 Ndú;d lsÍfï Wmfoia ud,dj'

✽ 한국 요리 교실 fldßhka wdydr msiSfï mka;sh 

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Èkh ( iEu wÕyrejdodjlu WoEik 11g 

장소: 205호 ia:dkh ( 205 Yd,dj 

✽ 무료 진료 fkdñ,fha m%;sldr 

시간: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2시 Èkh ( iEu uilu fojk bßod iji 2g 

장소: 회의실 ia:dkh ( iïuka;%K Yd,dj 

진료 과목: 내과, 치과, 한방진료  
m%;sldr wxYhka (	wNHka;r frda. wxYh" o;a frda. wxYh" fldßhka ffjoH m%;sldr

5. 이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fï ksfõokh iïnkaO úia;r yd fkd.e,fmk ms<s;=r f;darkak'

정답   1. ①   2. ③

[1~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ysia;ekg jvd;a .e,fmk ms<s;=r f;darkak'

1.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관입니다. 방문해서 상담을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 úfoaY Y%ñlhka i|yd jk wdh;khls' WmfoaYk 

fiajdj ,nd .ekSug l,ska Èk fjkalrjd .;hq;=h'

 ① 받으려면  ② 받고 나서

 ③ 사용하려면  ④ 사용하고 나서

2.

 

수루 씨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조리사 

교육 과정을                      .

iqre uy;d iQmfõ§ iy;slhla ,nd.ekSug leue;af;ka isáhss' ta i|yd úfoaYSh lïlre 

WmfoaYk uOHia:dkh úiska ,nd fok iQmfõ§ mqyqKqj i|yd whÿï l<d'

 ① 교환했습니다  ② 복습했습니다

 ③ 신청했습니다  ④ 정돈했습니다

확장 연습 jeäÿr wNHdi

정답   1. ②  2. ③  3. ②  4. ②  5. ①



ㄱ
가격 jákdlu 130

가깝다 <Õhs 154

가끔 we;eï úg 186

가능하다 yelshs 154

가방 nE.h 82

가운데(중간) w;r ueo 142

가을 fi!uH ld,h 175

가족 mjq, 103

가족사진 mjqf,a mska;+rhls 82

간단하다 ir,hs 154

간식 flá lEu 169

간호사 fyÈh  70

갈비탕 l,aî:x ^l=vd b, weg iqma& 169

갈아타다 / 환승하다 jdykhlska ;j;a jdykhlg 

udre fjkjd
214

감기약 fyïìßiaidjg fndk fnfy;a 313

감기에 걸리다 fyïìßiaidj yefokjd 310

감자탕 lïP:x ^W!re weg ;eïnqu& 169

감정 ye.Sï 178

값 ñ, ^jákdlu& 130

강 .Õ 199

같다 iudkhs 154

개강 mka;sh mgka.kakjd 286

개천절 cd;sl mokï Èkh 121

거기 T;k 79

거울 lKaKdäh 82

건너편 tyd me;a; 142

걷다 weúÈkjd 214

걸레 weúÈkjd 235

걸어가다 weúof.k hkjd$mhska hkjd 214

걸어오다 weúof.k tkjd$mhska tkjd 214

검색 엔진 i¾É tkaðka ^fijqï hka;%h& 226

게임하다 l%Svd lrkjd 118

겨울 YS; ld,h 175

경찰관 fmd,sia ks,Odßhd 70

경찰서 fmd,sia ia:dkh 153

경치가 좋다 jgmsgdj fyd|hs 199

계시다 bkakjd 271

계절 R;= 175

계좌 번호 .sKqï wxlh 331

계좌 이체 .sKqulska .sKqulg uqo,a heùu 334

고개를 돌리다 T,qj me;a;g yerùu 274

고르다 f;darkjd 163

골목 l=vd mdr 145

골프를 치다 f.d,a*a l%Svd lrkjd 190

공무원 rcfha fiajlhd 70

공부하다 mdvï lrkjd $ bf.k .kakjd 283

공원 mdvï lrkjd $ bf.k .kakjd 118

공항 .=jka f;dgqm, 211

공휴일 ksjdvq oskh 121

과목 úIh 286

과속 금지 fõ.fhka hdu ;ykï 259

과일 m<;=re 127

과자 ìialÜ 127

과정 l%shdj,sh 286

관공서 rcfha ld¾hd, 153

광복절 ksoyia Èkh 121

괜찮다 lula keye 151

교실 mka;s ldurh 286

교육 wOHdmkh 286

교육을 받다 mqyqKqj ,nkjd 358

교육을 신청하다 mqyqKqjg whÿï lrkjd 358

교인 ne;su;d  298

교통 m%jdykh 211

교회 m,a,sh 295

구급함 m%:udOdr 313

구두 im;a;= 133

구월 iema;eïn¾ 181

구청 k.r iNd ld¾hd, 153

국악 교육 fldßhka idïm%odhsl ix.S; mqyqKqj 355

국제 특급 cd;Hka;r iS>%.dó ;emE, 346

군만두 l=kaukaÿ ^neomq msá lEula& 169

귀 lk 307

그치다 k;r fjkjd 175

근로자의 날 lïlre Èkh 121

금연 ÿï îu ;ykï 259

금융 교육 uQ,Huh mqyqKqj 355

금지 ;yku 259

기관 wdh;kh 286

기념품을 사다 iureï NdKav ñ, oS .kakjd 202

어휘 색인 o¾Ylh

366 367



기다리다 /È isákjd 247

기도하다 hdÉ[d lrkjd$kuialdr lrkjd 298

기독교 l%sia;shdks wd.u 295

기분 yeÕSu 178

기분이 나쁘다 ys;g wi;=gqhs 178

기분이 좋다 yeÕSu fyd¢ka 178

기쁘다 i;=gqhs 178

기숙사 kjd;ek 79

기술자 bxðfkarejd  70

기차 fldaÉÑh 211

기차역 fldaÉÑ kej;=ï fmd< 211

기침을 하다 leiai yefokjd 310

기타를 치다 .sgdrh jdokh lrkjd 187

길 mdr 145

김밥 .sï mí ^uqyqÿ me,Eá t<j¿ n;a&  169

김치찌개 lsïÑÑf.a ^f.dajd ;eïnqï iqma& 169

깁스를 하다 ma,diaála nekafâÊ T;kjd 322

(값을) 깎다 flaj,a lsÍu 130

깨끗하다 msßisÿhs 235

ㄴ
나 uu 103

나가다 t,shg hkjd 139

나라 rgj,a 67

나오다 t,shg tkjd 139

낚시하다 ud¿ w,a,kjd 187

날씨 ld,.=Kh 175

날씨가 나쁘다 ld,.=Kh krlhs 175

날씨가 좋다 ld,.=Kh fydohs 175

날씬하다 flÜgqhs 106

날짜 Èkh  115

남동생 u,a,S 103

남편 iajdñmqreIhd 103

낮 iajdñmqreIhd 94

내과 wNHka;r frda. iïnkaOj úfYaI{ frday, 319

내년 B<Õ wjqreoao 115

내려가다 neye,d hkjd 139

내려오다 neye,d tkjd 139

내리다 ^jdykfhka& niskjd 214

내일 fyg 94

냄비 we;s<sh 238

넣다 we;=,g oukjd 130

네팔 fkamd,h 67

넥타이 ghs máh  133

노래방 iskaÿ ldurh 118

노래하다 .S; .dhkd lrkjd 118

놀이공원 úfkdao Whk 199

농구하다 oe,amkaÿ l%Svd lrkjd 190

농부 f.dúhd 70

누나 wlald 103

눈 wei 307

눈이 오다 ysu jefgkjd 175

늦다 mrlal=hs 154

ㄷ
다르다 fjkia 154

다리 ll=, 22

다리가 부러지다 ll=, lefvkjd 310

다리를 꼬고 앉다 ll=,la u; ll=,laa oud jdä 

fjkjd
274

다리를 떨다 ll=, moaokjd' 274

다리를 벌려서 앉다 ll=,a úysÿjd jdä fjkjd 262

다리미 ll=,a úysÿjd jdä fjkjd 238

다음 달 B<Õ udih 115

다음 주 B<Õ udih 115

닦다 msyskjd 235

달다 meKsrihs  166

담배꽁초를 버리다 is.rÜ ms,ag¾ ^fldg& úis 

lrkjd
262

담배를 피우다 ÿï fndkjd 262

대출하다 fmd,shg .kakjd 334

댁 f.or 271

더럽다 wmsßisÿhs 235

덥다 riafkhs 175

도로 uymdr 145

도서관 mqia;ld,h 118

도착하다 <Õd fjkjd 202

도청 k.r Yd,dj 153

독서하다 fmd;a lshjkjd 187

돈 (현금) uqo,a ^fld< $ ldis& 130

돈가스 f;dka.di 169

돌아가다 kej; hkjd 139

돌아가시다 uefrkjd$ wNdjm%dma; fjkjd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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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다 kej; tkjd 139

동굴 .=ydj 199

동물류 i;a;= 349

동작 l%shdldrlï 118

동전 ldis 130

동티모르 kef.kysr ;sfudarh 67

된장찌개 ;afõkaPxÑÑf.a ^OdkH weg ;,m iqma& 169

뒤 msgqmi 142

드라마 촬영지 kdgH rE.; lrk ia:dkh 199

드리다 fokjd 271

들어가다 we;=,g hkjd 139

들어오다 we;=,g tkjd 139

등기 우편 frcsiag¾ ;eme, 346

등산 동호회 l÷ ke.Sfï iudch 189

등산하다 lÿ k.skjd 187

따뜻하다 WKqiqï 175

따라하다 kej; lrkjd 283

딸 ÈhKsh 103

떠들다 Yío lrkjd 262

떡볶이 ;af;dlafmdla.s 169

똑똑하다 keKjka;hs 106

뚱뚱하다 ;rndrehs 106

뛰어다니다 tfya fufya Èj hkjd 262

ㄹ

라면 laIKsl kQ,aâia  127

로그아웃 f,da.a wjqÜ ^msgùu& 226

로그인 f,d.ska ^we;=,aùu& 226

린스 lkaäYk¾ 85

ㅁ

마을버스 .%dóh nia 211

마중 나가다 flfkla yuqfjkak hkjd 250

마트 fj<|ie, 79

많다 fndfyda 103

말씀하시다 l;d lrkjd 271

맑다 meyeÈ,s wyi 175

맛 leue;a; 166

맛없다 ri keye 166

맛있다 b;du;a rihs  166

맞은편 tyd me;a; 142

어휘 색인 o¾Ylh

맵다 ierhs 166

머리 ysi 307

먼지를 떨다 ysi 235

멀다 ÿrhs  154

멋있다 lvjiï 106

메뉴 lvjiï 163

메뉴판 fukqm; 163

면도기 Ij¾ tl 85

모밀 fudañ,a ^nv bß.= kQ,aâia& 169

모자 f;dmamsh  133

목 W.=r 307

목도리 idglh$i¨j 133

목사님 mQcl;=ud 295

목수 jvq ld¾ñlhd 70

몸 YÍrh  307

몽골 fudkaf.da,shdj  67

무게를 재다 nr lsrkjd                                346

무단 횡단 금지 fkdie,ls,af,kaa mdr udre ùu 

;ykï
259

무릎 oKysi  307

묵다 kjd;eka .kakjd 202

문자를 보내다 flá mKsúv hjkjd^uefiaÊ hjkjd&                                        223

문자를 확인하다 flá mKsúv n,kjd̂uefiaÊ n,kjd&                           223

문화 체험을 하다 ixialD;sl w;aoelSï ,nd 

.kakjd                       
358

물 j;=r 127

물건 NdKav 82

미사를 드리다 foaj fufyh 298

미얀마 ñhkaudrh   67

미용실 ndn¾ idmamqj 79

민박 ;djld,slj kjd;eka .; yels fm!oa.,sl ksjila 201

민속촌 w;S;fha ;snq .ïudk 199

믿다 úYajdi lrkjd 298

ㅂ

바꾸다 / 교환하다 udre lrkjd 130

바다 uqyqo 199

바람이 불다 iq<x yukjd 175

바쁘다 ld¾hh nyq,hs 151

바지 l,siu 133

박물관을 관람하다 fl!;=ld.drh krUkjd 202

반찬 w;sf¾l wdydr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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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창고 ma,diag¾ 313

발 hám;=,$wäh 307

발목 j<¨ lr 307

발목을 삐다   j<¨lr W¨lal= fjkjd  310

밤 rd;%Sld,h 94

밥 n;a 163

밥그릇을 들고 먹다 n;a §ish w;g wrka lEu 274

밥솥 rhsia l=l¾ tl 238

밥에 숟가락을 꽂다 n;a §isfha yekao .ikjd 274

밥을 하다 / 짓다 n;a Whkjd 238

방글라데시 nx.,dfoaYh   67

방문을 하다 neyeolskjd 247

방향 ÈYdjka 142

배 kej 211

배 nv 307

배달하다 fnodyßkjd 163

배드민턴을 치다 neâñkagka l%Svd lrkjd 190

배웅하다 iuq.ekSu lrkjd 250

배탈이 나다  nv ßfokjd$nfâ wudrej 310

백화점 nv ßfokjd$nfâ wudrej  118

밴드 idmamq ixlS¾Kh 313

밴드를 붙이다 ma,diaála nekafâÊ 322

버스 정류장 nia kej;=u 211

버스터미널 nia m¾hka;h 211

법률 교육 kS;suh mqyqKqj 355

베개 fldÜgh 82

베트남 úhÜkduh  67

보건소 fi!LH uOHia:dkh 153

보쌈 fndiaiï ^W!reuia lEula&  169

보통 yeu;siafiu 186

복습하다 mqKÍlaIKh lrkjd 283

복잡하다 ixlS¾Khs 154

볼링을 치다 fnd,ska l%Svd lrkjd 190

봄 jika; ld,h 175

부인 ìß| 103

부지런하다 läirhs 106

분식 msá lEu 169

불가능하다 fkdyelshs 154

불경 ;%smsglh 298

불고기 mq,afld.s ^mqÉpmq uia& 169

불교 fn!oaOd.u 295

불전 / 헌금을 내다 mvqre$odkjd 298

불편하다 wmyiqhs 154

붕대 fj¨ï má 313

붕대를 감다   nekafâÊ j,ska T;kjd 322

블로그 íf,d.a ^Tfí úia;r woyia oelaúh yels 

fjí msgqjla&
226

비가 오다 jeiai jyskjd 175

비누 inka 85

비밀번호 ryia wxlh 331

비빔밥 ììï mí ^t<j¿ lj,ï n;a& 169

비싸다 ñ,hs 130

비행기 .=jka hdkd 211

빗 mkdj 82

빗자루 fldiai 235

빠르다 / 이르다 fõ.j;a^l,ska& 154

빨래를 걷다 frÈ fõ,kjd 238

빨래를 널다 frÈ fidaokjd 238

빨래를 하다 frÈ fidaokjd 238

빵 mdka 127

ㅅ

사과 wem,a 127

사람들이 친절하다 ñksiaiq lreKdjka;hs 199

사무실 ld¾hd,h 79

사원(모스크) uqia,Sï m,a,sh 295

사월 wfma%,a 181

사이 w;r 142

사전을 찾다 Yío fldaIfhka fydhkjd 283

사진 동호회 PdhdrEm .ekSfï iudch 189

사진 촬영 금지 PdhdrEm .ekSu ;ykï 259

사진을 찍다 PdhdrEm .kakjd 187

산 lkao 199

산부인과 m%ij iy kdß iïnkaO úfYaI{ frday,  319

산책하다 weúÈkjd 118

살다 Ôj;a fjkjd 103

삼계탕 iïflH:x ^T!IO me,Eá l=l=,a iqma& 169

삼월 ud¾;=  181

삼일절 udkj ksoyia Èkh 121

상담을 받다 Wmfoia ,nd .kakjd 358

상을 차리다 fïih ilia lrkjd 250

상을 치우다 fïih wia lrkjd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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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색인 o¾Ylh

상쾌하다 kejqï ye.Sula oefkkjd 178

새벽 w¨hu   94

새치기를 하다 fmda<su mkskjd$;,a¨ lrkjd 262

생활필수품 (세면도구) 

ffoksl Ôú;fha w;HdjYah NdKav ^mqoa.,sl /ljrKh&
85

샴푸 Ieïmq 85

서류 ,shlshú,s 349

서명 w;aik 331

서점 fmd;ay, 118

석가탄신일 fjila Èkh 121

선글라스 wõ lKakdäh 133

선물을 준비하다 wõ lKakdäh 250

선생님 .=re;=ud 70

설거지를 하다 ms.ka fidaokjd 238

설날 fldßhdkq w¨;a wjqreoao 121

설사를 하다 nv hkjd$mdpkh 310

섬 ÿm; 199

성격 fm!reI;ajh 106

성경 nhsn,h 298

성당 lf;da,sl m,a,sh 295

성지 순례를 가다 jkaokdfõ hkjd 298

성함 ku 271

세탁 세제 msßis÷ ldrl l=vq j¾. ^inka& 238

세탁기를 돌리다 frÈfidok l=vq 238

세탁소 frÈ fidaok ia:dkh 79

소독약 úIîc kdYl 313

소독을 하다 úIîc kdYl j,ska msßisÿ lrkjd 322

소리를 크게 내다 Yíoh msgjk fia lEu 274

소방관 .sks ksjk Nghd  70

소방서 .sks ksjk uq,ia:dkh 153

소아과 <ud frda. úfYaI{ frday,  319

소포를 받다 md¾i,a tlla ,nd .kakjd 346

소포를 보내다 md¾i,a hjkjd 346

소화가 안 되다 wð¾Kh 310

소화제 nv wÔrKhg fndk fnfy;a 313

손 w; 307

손가락 weÕs,s 307

손대다 weÕs,s 262

손목 ueKsla lgqj 307

손을 데다 w; msÉfpkjd 310

손을 베다 w; lefmkjd 310

송금하다 uqo,a hjkjd 334

쇼핑하다 idmamq ijdß hkjd $ fIdmska lrkjd 118

수건 ;=jdh 85

수박 flduvq 127

수수료 fldusia  333

수술하다 ie;alula lrkjd  322

수업 mka;sh 286

수영하다 msyskkjd 190

숙소를 예약하다 kjd;eka .kakd ia:dkh fjka 

lrkjd
202

순대 iqkafoa 169

순두부찌개 iqka;=nqÑÑf.a ^ieye,a¨ iqma& 169

숟가락 ye¢ 163

쉬다 úfõl .kakjd 91

쉽다 myiqhs 283

슈퍼마켓 iqmsß fj<|ie, 79

스님 iajdóka jykafia 295

스리랑카 Y%S ,xldj 67

스마트폰 iaudÜ ÿrl:k 223

스케이트를 타다 ysuu; ,siaiaidhdu lrkjd 190

스키를 타다 mÈkjd 190

슬리퍼 fifrmamqq  133

슬프다 ÿlhs 178

시간 ld,h$fj,dj 94

시간(이) 없다 fj,dj keye 151

시간(이) 있다 fj,dj ;sfhkjd 151

시내버스 k.rdka;r nia 211

시다 weUq,a ri 166

시외 / 고속버스 iS>%.dó nia$ wêfõ.S nia 211

시원하다 isis,a 175

시월 Tlaf;dïn¾ 181

시장 fmd< 79

시청 k.riNdj 153

시키다 / 주문하다 weKjqï lrkjd 163

식당 wdmk Yd,dj 79

식료품 wdydrmdk 127

식물류 me<Eá 349

신나다 úfkdaocklhs 178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im;a;= odf.k we;=,a 

fjkjd
274

신부님 u,ú;=ud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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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yeÿkqïm; 331

신용카드 Kh ldâm; ^fl%äÜ ldâ&                  130

신자 ne;su;d 298

신정 w¨;a wjqreoao 121

신호등 ud¾. ix{d 145

실내 정숙 ksYaYío l,dmh 259

십이월 foieïn¾  181

십일월 fkdjeïn¾  181

싱겁다 ¨Kq ri uÈ  166

싸다 / 포장하다 T;kjd$md¾i,a lrkjd 130

싸다 ,dnhs 130

쓰다 ;s;a; ri   166

쓰레기를 버리다 li, bj; oukjd 262

쓸다 w;=.dkjd 235

씻다 fidaokjd 91

ㅇ
아들 mq;d 103

아래 my, 142

아름답다 ,iaikhs 199

아버지 ;d;a;d 103

아이디 y÷kd.ekSfï ku 226

아이스크림 whsia l%Sï 127

아침 WoEik 94

아침을 먹다  Wfoa wdydr .ekSu 91

안 we;=, 142

안경 weia lKakdäh  133

안과 weia iïnkaOj úfYaI{ frday,  319

안내를 받다 uÕfmkaùu ,nd.kakjd 247

안내하다 uÕfmkajkjd 247

안약 weig odk fnfy;a 313

안전 교육 wdrlaIl mqyqKqj 355

앉다 jdä fjkjd  163

알약 fnfy;a fm;s 313

앞 bÈßmi 142

야구하다 fíiafnda,a l%Svd lrkjd 190

야식 rd;%S lEu 169

약속 fmdfrdkaÿj 247

약속(이) 없다 fmdfrdkaÿjla keye 151

약속(이) 있다 fmdfrdkaÿjla  ;sfhkjd 151

약속에 늦다 fmdfrdkaÿ fj,dj mrlal= fjkjd 247

약속을 어기다 fmdfrdkaÿj lvkjd 247

약속을 지키다 fmdfrdkaÿj bgqlrkjd $ rlskjd 247

약속을 하다 fmdfrdkaÿ fjkjd ^wefmdhskaÜukaÜ - 

ld,h fjkalr .ekSu&  
247

약을 먹다 fnfy;a fndkjd 322

얌전하다 m%ikakhs 106

양말 fïia  133

양방 진료 355

어디 fldfyo 79

어렵다 wmyiqhs $ wudrehs 283

어린이날 <ud Èkh 121

어머니 wïud 103

어부 ëjrhd 70

어제 Bfha 94

어지럽다 wms<sfj,hs 235

언니 wlald 103

언제나 ´kEu fj,djl 186

얼굴 uqyqK 307

없다 ke; $ fkdisáhs 103

여객터미널(선착장) ixpdrl f;dgq m, 211

여관 fudfg,a ^kjd;eka .kakd ia:dkhla& 201

여권 úfoaY .uka n,m;%h 82

여기 fu;k 79

여동생 kx.S 103

여름 .%Siau ld,h  175

여행을 계획하다 ixpdrh ie,iqï lrkjd 202

여행을 준비하다 ixpdrh ioyd iqodkï fjkjd 202

여행자 수표 ixpdrl fplam;a 349

여행지 ixpdrl ia:dk 199

여행하다 ixpdrh lrkjd 187

연고 wdf,amk  313

연고를 바르다 fnfy;a wdf,amk .dkjd 322

연세 jhi 271

열쇠 h;=r 82

열이 나다 WK yefokjd  310

엽서 ;eme,am; 343

영양 교육 fmdaIK mqyqKqj 355

영양제 úgñka ^fmdaIKh iemhqu& 313

영화관(극장) Ñ;%mg Yd,dj 118

영화를 보다 Ñ;%mg n,kjd 118

옆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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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드리다 f;ajdj lrkjd 298

예불을 드리다 je÷ï ms÷ïs lrkjd ^fn!oaOd.fuys& 298

예쁘다 ,iaikhs 106

예습하다 l,ska iqodkï fjkjd 283

예약하다 ld,h fjkalr .kakjd^wefmdhskaÜukaÜ& 358

오늘 wo 94

오렌지 fodvï 127

오른쪽 ol=Kq me;a; 142

오빠 whshd 103

오월 uehs 181

오전 fmrjre 94

오후 miajre 94

온천 WKqosh W,am; 199

올라가다 ke.,d hkjd 139

올라오다 ke.,d tkjd 139

올해 fï jir 115

옷 we÷ï 349

옷을 개다 frÈ jkkjd 238

옷을 다리다 weÿï uÈkjd 238

외국어를 배우다 úfoaY NdIdjka bf.k .kakjd 187

외롭다 yqol,d  178

외모 fmkqu 106

왼쪽 jï me;a; 142

요리 동호회 wyr msiSfï iudch 189

요리사 iQmfõÈhd 70

요리하다 wdydr msiskjd 91

요일 oji 115

우동 Wf;dx 169

우산 l=vh 82

우울하다 lkiai,a, 178

우유 lsß 127

우즈베키스탄 Wiafnlsia:dkh 67

우편물 ,shqï 343

우표를 붙이다 uqoaorhla w,jkjd 343

운동 l%Svd 190

운동 경기를 보다 l%Svd ;rÕ krUkak hkjd 187

운동하다 l%Svd lrkjd 91

운동화 l%Svd im;a;=  133

운전기사 ßhÿre 70

웹사이트 fjí wvúh 226

위 Wv 142

어휘 색인 o¾Ylh

유명하다 m%isoaOhs 199

유스호스텔 fhdjqka fkajdisld.drh 201

유월 cqks  181

유적지 fm!rdKsl ia:dk 199

육교 .=jka udrej 145

은행 nexl=j 331

음식물 wdydr 349

음식물 반입 금지 lEu îu /f.k hdu ;ykï 259

음식을 만들다 wdydr ms<sfh< lrkjd 118

음식을 장만하다 lEu ilia lrkjd 250

음악을 듣다 ix.S;hg ijkafokjd 187

의류 we÷ï  133

의사 ffjoHjrhd  70

이동 m%jdyKh 214

이맘 uqia,sï mQcl;=ud 295

이메일 Bfï,a$úoHq;a ;emE, 226

이번 달 fuu udih 115

이번 주 fï i;sh 115

이불  we| we;sß,a, 82

이비인후과 W.=r lK kdih iïnkaO úfYaI{ 

frday, 
319

이슬람교 bia,dï oyu 295

이야기를 나누다 l:d lrkjd 250

이용하다 Ndú;d lrkjd  358

이월 fmnrjdß 181

이정표 ie;mqï lkqj 145

인도네시아 bkaÿkSishdj 67

인터넷 wka;¾cd,h 226

인터넷 강의를 듣다 wka;¾cd, foaYk j,g 

ijkafokjd
283

인터넷 검색 wka;¾cd, fiùu ^bkag¾fkÜ i¾É& 226

인터넷 전화 wka;¾cd, ÿrl:k 223

인터넷 채팅 wka;¾cd,fhka flá 

mKsúv^bkag¾fkÜ peÜ&
226

인터넷 카페 bkag¾fkÜ lef* 226

인터넷뱅킹 wka;¾cd, nexl= 331

일과 tÈfkod jev 91

일반 우편 idudkH ;emE, 346

일식 cmka lEu 169

일어나다 WoEik wjÈ fjkjd 91

일월 ckjdß 181

일이 많다 jev f.dvhs 151

372 373



일이 적다 jev f.dvla keye 151

일정 fjkalr.;a Èkh 286

일하다 jev lrkjd 91

입 lg 307

입금하다 uqo,a ;ekam;a lrkjd 334

있다 we; $ isáhs 103

ㅈ

자다 kskaog hkjd 91

자리가 없다 bv kE 163

자리가 있다 bv we; 163

자리를 양보하다 wdikh msßkeóu 274

자리를 차지하다 wdik fjkalr .kakjd 262

자원 봉사를 하다 iafõÉPdfjka bÈßm;a fjkjd 358

자장면 pPxuHdka ^l¨ uE weg fidaia kQ,aâia&  169

자전거를 타다 nhsisl,a mÈkjd 190

자주 ks;ru 186

작년 miq.sh jir 115

잔액 조회 fYaIh mßlaId lsÍu 332

잠바 celÜ ^cïmrh& 133

잡수시다 / 드시다 lkjd $ wkqNj lrkjd 271

장갑 w;a fïia 133

장소 ia:dk  79

장을 보다 fmdf<a hkjd 91

장화 nQÜia  133

재미없다 úfkdaockl keye 151

재미있다 is;a.kakd iq¿hs$rij;a 106

저기 w;k 79

저녁 rd;%sh  94

저녁을 먹다 rd;%S wdydr .ekSu 91

저울에 올려놓다 ;rdosfhys ;nkak 346

전화 ÿrl:kh 223

전화가 오다 ÿrl:k weu;=ula tkjd 223

전화를 걸다 ÿrl:k weu;=ula .kakjd 223

전화를 끊다 ÿrl:k weu;=u úikaê lrkjd 223

전화를 바꾸다 ÿrl:k weu;=u udre lrkjd 

^fjk;a whl=f.a ÿrl:khlg&
223

전화를 받다 ÿrl:k weu;=u ,nd.kakjd 223

전화를 잘못 걸다 ÿrl:k weu;=u jerÈhs^frdaka 

kïn¾&
223

전화하다 ÿrl;k weu;=ï fokjd 91

절 mkai, 295

점심 oyj, 94

점심을 먹다 Èjd wdydr .ekSu 91

점원 ,smslre   70

접근 금지 ,xùu ;ykï 259

젓가락 n;al+re ^fpdmaiaála& 163

정돈되어 있다 ms,sj,g ;sfnkjd 235

정리하다 ms<sfj,g wia lrkjd 235

정형외과 úl,dx. iy levqï ìÿï iïnkaOj 

úfYaI{ frday, 
319

족발 fpdlan,a ^W!rf.a .d;h&                                         169

졸리다 ksÈnr 178

종교 wd.ï 295

좋다 fyd|hs 151

주로 fndfydaúg 186

주말 i;s wka;h 115

주무르다 iïNdykh lrkjd 322

주무시다 ksod.kakjd  271

주민센터 m%cd fiajd uOHia:dkh 153

주방 세제 uq¿;ekaf.hs inka 238

주부 .DyKsh 70

주소 ,smskh 331

주스 îu j¾. ^cQia& 127

주중 i;sfha Èk 115

주차 금지 jdyk keje;aùu ;ykï 259

중국 Ökh 67

중식 Ök lEu 169

즐겁다 úfkdaocklhs 178

증상 ,laIK 310

지갑 miqïìh 82

지금 oeka 94

지나다 miqlrka hkjd 214

지난달 miq.sh udih 115

지난주 miq.sh i;sh 115

지폐 uqo,a fkdaÜgq  130

지하철 Wux ÿïßh 265

지하철역 Wux ÿïßh kej;=ï fmd< 211

직업 /lshdj 70

진료 m%;sldr 355

진짜 fndfydafia 211

진통제 fõokd kdYl fnfy;a  313

짐을 싸다 nvq wiqrkjd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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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색인 o¾Ylh

짐을 풀다 nvq t<shg .kakjd 202

집 ksji 79

집안일 f.or jev 235

집에 오다 ksjig tkjd 91

집을 찾다 f.or fydhd.kakjd 250

짜다 ¨Kq rihs 166

짬뽕 Épïmafmdx ^Ök l%uhg t<j¿ lEu& 169

찜질을 하다  ;ejqï m%;sldrh lrkjd 322

ㅊ
차가 막히다 jdyk ;onohla we;s fjkjd 213

창구 WmlrK 331

책 fmd;a 349

책을 읽다 fmd;a lshjkjd 118

처방하다 fnfy;a kshu lrkjd  238

천주교^가톨릭& lf;da,sl wd.u 295

청소 msßisÿ lsÍu 235

청소기를 돌리다 msßisÿ lrk WmlrKh Ndú;d 

lrkjd
235

청소를 하다 msßisÿ lrkjd 235

체크카드 fpla ldâm; 331

초대 wdrdOkdj 250

초대를 받다 wdrdOkd ,nkjd 250

초대하다 wdrdOkd lrkjd 250

초밥 fpdamí  169

초콜릿 fpdl,Ü 127

추석 u<jqka ieuÍu 121

축구 동호회 mdmkaÿ iudch 189

축구하다 mdmkaÿ l%Svd lrkjd 190

축제를 구경하다 W;aijh krUkjd 202

출근 시간 jev mgka .kak fj,dj 213

출금하다 uqo,a wdmiq .kakjd 334

출발하다 msg;a fjkjd 202

출입 금지 we;=,aùu ;ykï 259

출입국관리사무소 wd.uk ú.uk ld¾hd,h 153

출퇴근 시간 jev lrk ld,h 213

춤을 추다 k¾;kh lrkjd 187

취미 úfkdaodxY 187

치과 oka; iïnkaOj úfYaI{ frday, 319

치료를 하다 m%;sldr lrkjd 322

치마 idh  133

치약 oka;df,am 85

치킨 ÑLka ^l=l=,a uia&  169

친구를 만나다 ñ;=frl= yuqfjkjd 118

친절하다 lreKdjka;hs 106

칠월 cQ,s  181

침을 뱉다 fl, .ikjd 262

칫솔 o;a nqreiq 85

ㅋ

카드 ldâ 343

캄보디아 ldïfndach  67

커피를 마시다 fldams mdkh lrkjd 91

커피숍 fldamsy, 118

컴퓨터 교육 mß.Kl mqyqKqj 355

컵 fldamamh 85

코란 l=rdkh 298

콘도 ksjdvq ksfla;kh 201

콘서트를 보다 ixo¾Yk n,kak hkjd 187

콧물이 나다 fidgq Èhr .,kjd 310

크리스마스 k;a;,a Èkh$k;a;,a 121

키가 작다 Wiska wvqhs 106

키가 크다 Wiska jeähs 106

키르기스스탄 lsß.sia:dkh 67

ㅌ
타고 가다 ke.,d hkjd 214

타고 오다 ke.,d tkjd 214

타다^jdykhg& k.skjd 214

탕수육 :xiqhqla ^meKsri iy weUq,a W!reuia& 169

태국 ;dhs,ka;h  67

태권도 교육 f;lafjdkafoda mqyqKqj 355

택배 md¾i,a 346

택시 gelaish 211

테니스를 치다 fgksia l%Svd lrkjd 211

텔레비전을 보다 rEmjdyskS krUkjd 91

토하다 jukh hkjd  310

통장 nexl= .sKqu 331

통장 정리 nexl==fmd;a w¨;a lrkjd 334

통화 중이다 ÿrl:kh ld¾h nyq,hs^,hska ìiS& 223

퇴근 시간 jev wjika fjk fj,dj 213

튀김 ;aúlsï ^fydog neomq lEu&  169

티셔츠 à I¾Ü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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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파스 fõokd iyk 313

파스를 붙이다 fõokd iyk ma,diag¾ w,jkjd 322

파키스탄 mdlsia:dkh 67

팔 Ndyqj^Wrysi je,ñg w;r fldgi & 307

팔월 wf.daia;= 181

펜션 fmkafIdka ^kjd;eka .kakd ia:dkhla& 201

편의점 l=vd fj<|ie, 79

편지 ,shqu 343

편지 봉투 ,shqï ljrh 343

편지를 보내다 ,shqula hjkjd 343

편지를 쓰다 ,shqula ,shkjd 343

편찮으시다 wikSmhs 271

포도 ñÈ 127

폭발성 / 가연성 물질 mqmqrek iq¿ øjH 349

폭포 osh we,a, 199

표를 사다 álÜm;a ñ,oS .kakjd 202

표지판 ix{d mqjre 141

프라이팬 idiamdk 238

피곤하다 úvdm;a$uykais 178

피부과 p¾u frda.^yu& iïnkaO úfYaI{ frday,  319

피자 mSid 169

필리핀 ms,smSkh  67

ㅎ

학생 YsIHhd 70

한 손으로 물건을 주다 ;ks w;ska NdKav fokjd 274

한가하다 ksoyia 151

한국 fldßhdj 67

한국어 교육 fldßhka NdIdj mqyqKqj 355

한국어를 공부하다 fldßhdkq NdIdj bf.k 

.kakjd
118

한글날 yka.,a Èkh 121

한방 진료 fldßhka ffjoH m%;sldr 355

한식 fldßhka lEu 169

한약 fnfy;a øjH 349

할머니 wdÉÑ 103

할아버지 iShd 103

항공권 .=jka m%fõY m;%h 349

항상 ks;ru 186

해열제 WK wvq ùug fndk fnfy;a 313

행복하다 m%S;su;a 178

행사에 참여하다 W;aijhlg iyNd.S fjkjd 358

허리 bk 307

허리를 숙이다 bfkka bosßhg keóu 274

헤어드라이어 flia úh¨ï hka;%h 82

현금 uqo,a 349

현금인출기 iajhxlSh fg,¾ hka;%h ATM 334

현충일 isys lsÍfï Èkh 121

형 whshd 103

호수 ú, 199

호텔 fydag,h 201

화상 채팅 wka;¾cd,fhka jpkfhka l:d lsÍu 

^fjdhsia peÜ&
226

화장실 jeisls<sh 79

화장품 rEm,djkH WmlrK 82

환불하다 wdmiq uqo,a fokjd 130

환전하다 uqo,a udre lrkjd 334

활발하다 l%shdYS,shs 106

회사 wdh;kh 79

회사에 가다 wdh;khg hkjd 91

회사원 ld¾hd, fiajlhd 70

회원 탈퇴 flfklaf.a .sKqula uld oeóu 226

횡단보도 ly br 145

휴대전화 사용 금지 cx.u ÿrl:k Ndú;h ;ykï 259

휴대전화(휴대폰) cx.u ÿrl:kh 223

휴대전화를 끄다 ÿrl:kh l%shdúrys; lrkjd^´*a 

lrkjd&
223

휴대전화를 켜다 ÿrl:kh l%shd;aul lrkjd^´ka 

lrkjd&
223

휴지 áIQ lvodis$i¾úhÜ fmam¾ 85

흐리다 j,dl=¨ iys;hs 175

                                                                                    

KTX (고속열차) iS.%.dó ÿïßh$nq,Ü fldaÉÑh 211

PC방 mß.Kl ldurh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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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ㅡ’ 불규칙  ‘ㅡ’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았/었어요 -고 -(으)니까

아프다 wikSmhs $ rsfokjd 아픕니다 아파요 아팠어요 아프고 아프니까

예쁘다 ,iaikhs 예쁩니다 예뻐요 예뻤어요 예쁘고 예쁘니까

바쁘다 ld¾hh nyq,hs 바쁩니다 바빠요 바빴어요 바쁘고 바쁘니까

슬프다 ÿlhs  슬픕니다 슬퍼요 슬펐어요 슬프고 슬프니까

고프다 nv.sks 고픕니다 고파요 고팠어요 고프고 고프니까

크다 f,dl=hs 큽니다 커요 컸어요 크고 크니까

쓰다 ;s;a; ri  씁니다 써요 썼어요 쓰고 쓰니까

나쁘다 krlhs 나쁩니다 나빠요 나빴어요 나쁘고 나쁘니까

기쁘다 i;=gqhs 기쁩니다 기뻐요 기뻤어요 기쁘고 기쁘니까

잠그다 jykjd $ f,dla lrkjd 잠급니다 잠가요 잠갔어요 잠그고 잠그니까

쓰다 ;s;a; ri  씁니다 써요 썼어요 쓰고 쓰니까

끄다 lrkjd 끕니다 꺼요 껐어요 끄고 끄니까

불규칙 용언 활용표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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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ㄹ’ 불규칙  ‘ㄹ’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세요

살다 Ôj;a fjkjd 삽니다 살아요 살고 사니까 사세요

팔다 úl=Kkjd 팝니다 팔아요 팔고 파니까 파세요

만들다 yokjd 만듭니다 만들어요 만들고 만드니까 만드세요

열다 wrskjd 엽니다 열어요 열고 여니까 여세요

놀다 fi,a,ï lrkjd 놉니다 놀아요 놀고 노니까 노세요

알다 okakjd 압니다 알아요 알고 아니까 아세요

울다 w~kjd 웁니다 울어요 울고 우니까 우세요

걸다 t,a,kjd 겁니다 걸어요 걸고 거니까 거세요

졸다 ksoslsrd jefgkjd 좁니다 졸아요 졸고 조니까 조세요

쓸다 w;=.dkjd 씁니다 쓸어요 쓸고 쓰니까 쓰세요

 풀다 ,sykjd 풉니다 풀어요 풀고 푸니까 푸세요

널다 jkkjd 넙니다 널어요 널고 너니까 너세요

길다 os.hs 깁니다 길어요 길고 기니까

멀다 ÿrhs 멉니다 멀어요 멀고 머니까

달다 meKsrihs 답니다 달아요 달고 다니까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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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ㅂ’ 불규칙  ‘ㅂ’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면 -(으)ㄹ 거예요

덥다 riafkhs 덥습니다 더워요 덥고 더우면 더울 거예요

춥다 iS;,hs 춥습니다 추워요 춥고 추우면 추울 거예요

쉽다 myiqhs 쉽습니다 쉬워요 쉽고 쉬우면 쉬울 거예요

어렵다 wmyiqhs $ wudrehs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어려우면 어려울 거예요

맵다 ierhs 맵습니다 매워요 맵고 매우면 매울 거예요

싱겁다 ¨Kq ri uÈ 싱겁습니다 싱거워요 싱겁고 싱거우면 싱거울 거예요

가볍다 ieye,a,qhs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가볍고 가벼우면 가벼울 거예요

무겁다 nrhs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무겁고 무거우면 무거울 거예요

뜨겁다 WKqhss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뜨겁고 뜨거우면 뜨거울 거예요

차갑다 iS;,hs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차갑고 차가우면 차가울 거예요

더럽다 wmsßisÿhs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더럽고 더러우면 더러울 거예요

어지럽다 wms<sfj,hs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어지러우면 어지러울 거예요

시끄럽다 f>daIdldÍhs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울 거예요

외롭다 yqol,d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외롭고 외로우면 외로울 거예요

고맙다 ia;=;s fjkjd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고 고마우면 고마울 거예요

가깝다 <Õhs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가깝고 가까우면 가까울 거예요

즐겁다 úfkdaocklhs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즐겁고 즐거우면 즐거울 거예요

무섭다 nh ysf;kjd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섭고 무서우면 무서울 거예요

아름답다 ,iaikhs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울 거예요

그립다

uy;a 

n,dfmdfrd;a;=fjka 

fjkjd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그립고 그리우면 그리울 거예요

굽다 noskjd $ mq,qiaikjd 굽습니다 구워요 굽고 구우면 구울 거예요

줍다 wyq,kjd 줍습니다 주워요 줍고 주우면 주울 거예요

돕다 Woõ lrkjd 돕습니다 도와요 돕고 도우면 도울 거예요

입다 m<¢kjd 입습니다 입어요 입고 입으면 입을 거예요

좁다 mgqhs 좁습니다 좁아요 좁고 좁으면 좁을 거예요

불규칙 용언 활용표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378 379



4. ‘ㄷ’ 불규칙 ‘ㄷ’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걷다 weúÈkjd 걷습니다 걸어요 걷고 걸으니까 걸을 거예요

듣다 wykjd 듣습니다 들어요 듣고 들으니까 들을 거예요

묻다 wykjd 묻습니다 물어요 묻고 물으니까 물을 거예요

싣다 mgjkjd 싣습니다 실어요 싣고 실으니까 실을 거예요

깨닫다 jgyd .kakjd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깨닫고 깨달으니까 깨달을 거예요

닫다 jykjd 닫습니다 닫아요 닫고 닫으니까 닫을 거예요

받다 .kakjd 받습니다 받아요 받고 받으니까 받을 거예요

믿다 úYajdi lrkjd 믿습니다 믿어요 믿고 믿으니까 믿을 거예요

묻다 j<,kjd 묻습니다 묻어요 묻고 묻으니까 묻을 거예요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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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르’ 불규칙  ‘르’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빠르다 fõ.j;a 빠릅니다 빨라요 빠르고 빠르니까 빠를 거예요

누르다 Tnkjd 누릅니다 눌러요 누르고 누르니까 누를 거예요

부르다 le|jkjd 부릅니다 불러요 부르고 부르니까 부를 거예요

오르다 k.skjd 오릅니다 올라요 오르고 오르니까 오를 거예요

자르다 lmkjd 자릅니다 잘라요 자르고 자르니까 자를 거예요

서투르다 fkdmqyqKqj fjkjd 서투릅니다 서툴러요 서투르고 서투르니까 서투를 거예요

다르다 fjkia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고 다르니까 다를 거예요

마르다

fõf<kjd $ msmdih 

we;s fjkjd $ flÜgq 

fjkjd

마릅니다 말라요 마르고 마르니까 마를 거예요

들르다

hk .w;r;=r ál  

fõ,djlg k;r  

fjkjd

들릅니다 들러요 들르고 들르니까 들를 거예요

모르다 fkdokakjd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고 모르니까 모를 거예요

고르다 f;darkjd 고릅니다 골라요 고르고 고르니까 고를 거예요

나르다 ref.k hkjd 나릅니다 날라요 나르고 나르니까 나를 거예요

불규칙 용언 활용표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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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ㅅ’ 불규칙 ‘ㅅ’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낫다 fyd| fjkjd 낫습니다 나아요 낫고 나으니까 나을 거예요

짓다 f.dvk.d .kjd 짓습니다 지어요 짓고 지으니까 지을 거예요

붓다 bÈfukjd 붓습니다 부어요 붓고 부으니까 부을 거예요

잇다 iïnkaO lrkjd 잇습니다 이어요 잇고 이으니까 이을 거예요

씻다 fidaokjd 씻습니다 씻어요 씻고 씻으니까 씻을 거예요

벗다 .,jkjd 벗습니다 벗어요 벗고 벗으니까 벗을 거예요

빗다 mSrkjd 빗습니다 빗어요 빗고 빗으니까 빗을 거예요

7. ‘ㅎ’ 불규칙 ‘ㅎ’ wúêu;a kS;sh

번역 mßj¾;kh -ㅂ/습니다 -아/어요 -고 -(으)니까 -(으)ㄹ 거예요

파랗다 ks,a 파랗습니다 파래요 파랗고 파라니까 파랄 거예요

하얗다 iqÿ 하얗습니다 하얘요 하얗고 하야니까 하얄 거예요

빨갛다 r;= 빨갛습니다 빨개요 빨갛고 빨가니까 빨갈 거예요

노랗다 ly 노랗습니다 노래요 노랗고 노라니까 노랄 거예요

까맣다 l¿ 까맣습니다 까매요 까맣고 까마니까 까말 거예요

그렇다 tfyuhs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어떻다 fldfyduo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떻고

좋다 fyd|hs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 좋으니까 좋을 거예요

놓다 ;shkjd 놓습니다 놓아요 놓고 놓으니까 놓을 거예요

wúêu;a l%shdmo úp,;d j.=j $ wúêu;a 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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