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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은 1998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한 이래 한국어 교육을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오랜 세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본교 언어교육원의 교육 경험이 

그대로 담겨 있는 자체 교재가 개발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2005년 

『한국어 1』 출간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어 6』까지 개발되어 수업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처럼 

자체 제작된 우수한 교재를 이용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언어교육원의 또 하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재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각 영역이 고르게 학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11년 초급 교재가 새롭게 개편되어 

발간되었고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위한 중급 교재가 2016년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3’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3급 교재는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오랜 

교육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집필되었으며, 한국어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의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주제와 어휘를 선별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우수한 한국어 

교재가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접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이 교재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언어교육원 

행정실의 모든 선생님들과 이 교재의 집필을 맡아주신 김은혜, 이순정, 장유진 선생님, 그리고 

건국대학교 출판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4월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장

발간사



1 옆에 있는 분이 친구인가 봐요
소개와 

만남

① -아 보니(까)

③ -기는 하지만

② -는 편이다

④ -나 보다

2 변명이 반복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변명과 

거짓말

① -는 바람에

③ -으려다(가) 

② -고 말다

④ -잖아(요)

3 계절에 따라서 사용하는 재료도 달라져 요리
① 으로

③ -을까 봐(서)

② -아 놓다 / 두다 

④ -느냐에 따라(서)

4 여러 가지 공연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대요 공연
① -는대(요)

② -아야 ③ -을 정도로 / 정도다

5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뿐이라서 내려갈까 말까 해요 명절
① 이라도                       ② 뿐이다                ③ -았다(가)

④ -는 길                       ⑤ -을까 말까 하다

6 아무 부탁이나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부탁과 

거절

① -는다고(요)?

③ 아무 N(이)나

② -은 덕분에

④ -게

7 늦어도 이사 일주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합니다 집
① -을 뿐(만) 아니라          ② -기도 하다           ③ 대로

④ -던                           ⑤ (아무리) -아도 

8 소에게 무를 먹이면 죽으니까 절대로 먹이지 말아요 문학
① -기 위해(서)

③ 사동

② -으면서도

9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물건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건강
① -다 보니(까)

③ -더니 

② -는데도 (불구하고)

④ -을 수도 있다

10 여가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가
① -았으면 좋겠다 

③ 과 다르게

② -더라고(요)

④ -다 보면 

11 웃으면 웃을수록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다
인상과 

성격

① -는 척하다 / 체하다

③ (-으면) -을수록

② 밖에

④ -기는(요)

12 말은 있었으나 글자가 없었다 언어
① -으나                       ② -자                  

③ -기에                      ④ 피동

13 막차가 끊겼다고 생각해서 못 탈 뻔했는데요 문제해결
① -을 뻔하다 

③ -으나 마나

② -을 텐데

④ -을 수밖에 없다 

14 세일하니까 쌀 줄 알았어요 쇼핑
① -는 줄 알았다 / 몰랐다

③ -을 걸 (그랬다)

② -지도 -지도 않다

④ -는 둥 마는 둥 하다

15 가까운 곳에 가 볼 만한 데가 많더라고 여행
① -았던

③ 이든지 

② -을걸(요)

④ -을 만하다

16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인생과 

미래

① -아야 할 텐데

③ -는다면

② (거의) 다 -아 가다 

④ -기만 하다 

3급 교재 과 구성 및 주제

   과                                 제목                                       주제                                         문법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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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 자기소개 방법
■ 자기소개를 할 때 
말하고 싶은 내용과 
이유 말하기

■ 반 친구들과의 
첫 만남

■ 옆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소개팅에 나온 남녀의 대화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의 
인사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인사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질문하기

가장 친한 친구
소개하는 글쓰기

■ 상황에 맞게 대답하기
■ 실수에 따른 조언

공항에서의 실수
■  거짓말하는 사람의 행동 
특징

■ 상황에 따른 변명하기

실수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기

직장인이 많이 하는 
변명과 거짓말

연인들이 헤어질 때 하는 
거짓말

실수와 변명에 대해 쓰기

■ 비빔밥의 유래와 종류
■ 지역마다 다른 자기 
나라 음식 소개하기

■ 불고기 만드는 법
■ 소개하고 싶은 
한국 음식

■ 치킨과 팥빙수에 대한 
이야기

■ 옛날과 달라진 자기 나라 
음식 소개

■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 길거리 음식 말하기
한국의 반찬 문화 음식 궁합 한국 음식에 대해 쓰기

■ 포스터를 읽고 
정보확인 후 권유하기

■ 극장에서의 남녀 
대화

■ 공연장 매너에 대해 말하기 공연장에서 경험한 일
공연 할인 정보와
‘문화의 날’ 소개

보고 싶은 공연 말하기
기억에 남는 공연에 대해 
쓰기

송편 소개 ■ 강강술래
■ 명절을 좋아하는 이유
■ 명절을 보내는 방법 차이

명절 교통 상황 뉴스 한국의 명절 분위기
만들고 싶은 명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명절에 
대해 쓰기

■ 친구에게 부탁하기
■ 상황에 맞게 부탁하기

공항에서 길 묻기 약속 거절하기 친구의 부탁 거절하기
상황에 맞는 거절
방법

부탁에 대한 거절 답장 
보내기

부탁과 거절에 대해 쓰기

■ 이사하려는 이유
■ 집을 구하기 전 
확인할 사항

인터넷 사이트로 
집 구하기

■ 이사 경험
■ 집 종류에 따른 장단점 
말하기

‘손 없는 날’과 이사
이삿짐센터에 이사
문의하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하고
룸메이트 구하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장단점과 좋은 집의 
조건에 대해 쓰기

■ 수필 작품 읽기
■ 사랑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수필 작품 소개하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기 시와 시낭송의 매력 소가 된 게으름뱅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읽고 감상 쓰기

■ 웃음 건강법
■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말하기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기

■ 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여러 병원과 그곳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이비인후과 의사와 
환자의 대화

건강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물건과
바른 생활 태도

우울증 테스트
자신이 원하는 
수명과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 쓰기

여가 활동 동아리 소개
여가 생활로 야구 
관람하기

■ 한국인의 여가 활동
■  자신이 하고 싶은 여가 
활동 말하기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 
찾아보기

여가 활동의 장점 말하기
자신의 여가 활동에 
대해 쓰기

첫인상의 중요성 ■ 면접 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

■ 성격 테스트 소개
■ 그림으로 성격 알아보기

하숙집 아주머니의 인상과 
실제 성격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 
소개

반 친구들의 인상과 
어울리는 이야기하기

반 친구의 인상에 대해 
쓰기

■순 한국말 소개
■ 순 한국말 알아보기

■ 한글로 된 간판
■ 한글로 간판 만들기

■ 한글날과 
유네스코세종대왕 문해상

■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점 
말하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게 된 과정과 
원리

한글과 외래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한글과 자기 나라의 
글자를 비교해서 쓰기

신분증 분실

■ 핸드폰 고장 및 
수리 관련 대화

■ 서비스 센터 직원과 
통화하기

■ 유실물 종합 안내 사이트 
소개

■ 분실과 관련된 역할극

카드 분실 및 재발급 
방법

다산콜센터 소개 (120)
문제나 사고를 해결하는 
방법 말하기

일상생활에서 생긴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쓰기

■ 통인시장 소개
■ 시장 탐방 계획 
세우기

백화점에서 부모님 
선물 사기

■ 쇼핑 중독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 쇼핑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

남녀의 쇼핑 방법 차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쇼핑 방법 소개

홈쇼핑 광고 만들기
한국에서의 
쇼핑 경험에 대해 쓰기 

■ 여행지 숙소 정하기
■ 여행지에서 생길 수 
있는 일 말하기

한옥 게스트하우스 
체험

■ 빨간 모자 안내원
■ 한국 여행의 장점 말하기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유

한국에서 가고 싶은 
여행지

자기 나라에서 
가 볼 만한 여행지 
소개하기

추천하고 싶은 자기 나라 
여행지에 대해 쓰기

■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
■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말하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 점

■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감상문

■ ‘내가 만일’을 활용한 
시 쓰기

성공에 대한 자기 생각 성공한 인생의 조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

자기 인생과 미래에 
대해 쓰기

확인해 봅시다 1 들어 봅시다 1 확인해 봅시다2 들어 봅시다 2 읽어 봅시다 말해 봅시다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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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		 옆에	있는	분이	친구인가	봐요	 	

02과	 변명이	반복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03과	 계절에	따라서	사용하는	재료도	달라져	 

04과	 여러	가지	공연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대요	 

05과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뿐이라서	내려갈까	말까	해요	 

06과	 아무	부탁이나	다	들어줄	수는	없다	 

07과	 늦어도	이사	일주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합니다

08과	 소에게	무를	먹이면	죽으니까	절대로	먹이지	말아요

09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물건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10과	 여가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11과	 웃으면	웃을수록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다	

12과	 말은	있었으나	글자가	없었다

13과				막차가	끊겼다고	생각해서	못	탈	뻔했는데요	 

14과				세일하니까	쌀	줄	알았어요

15과				가까운	곳에	가	볼	만한	데가	많더라고	

16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단어	찾아보기

부록	 

9

23

37

51

65

79

93

107

121

135

149

163

177

191

205

219

233

259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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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01.   The person next to you seems to be your friend.  

Lesson 02.   If the excuses are repeated, it will make the person untrustworthy.  

Lesson 03.   Ingredients change upon the season.  

Lesson 04.   You can get discount for various performances.

Lesson 05.   I am hesitating whether I should go or not since I have only a day off.   

Lesson 06.   I can’t take all or any favor. 

Lesson 07.   You need to make a reservation no later than a week before you move.  

Lesson 08.   Feeding radish could kill the cow. So, don’t give it to them. 

Lesson 09.   You should get rid of the things that can cause health problems.   

Lesson 10.   Hope you could spend your free time well.  

Lesson 11.   The more I laugh the other will become fond of me. 

Lesson 12.   There was a saying but no words.   

Lesson 13.   I almost missed the last subway thinking that that last train had left. 

Lesson 14.   I thought it would be cheap because it was on sale.  

Lesson 15.   There are several places to see nearby.   

Lesson 16.   Isn’t it a successful life If the family is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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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있는 분이 

친구인가 봐요

★ 알아 봅시다1  -아 보니(까)

★ 알아 봅시다2  -는 편이다

★ 알아 봅시다3   -기는 하지만

★ 알아 봅시다4  -나 보다

01 과



01	 다음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뭐예요?

처음	만났을	때	많이	하는	질문 처음	만났을	때	하면	안	되는	질문

02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보통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사

소개

1) 이름이 뭐예요?

2)

3)

4)

5)

6)

7)

1)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3)

4)

5)

6)

7)

생각해 봅시다

 새 단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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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

03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보기>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해요.

 제 성격은                                                                         - 아/어/해요.

       제 특기는                                                                                    - 는 것이에요.

    저는                                                                                                - 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자주                                                                                                   - 아/어/해요.

    저는                                                                                - 지 않아요/못해요.

 저는 원래                               - 았/었/했는데 지금은                            - 아/어/해요.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은                                                                 때문이에요.

질문 무조건                    특기                    원래                    목적

 새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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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1.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1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서 살아 보니까 어때요?

2 반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3 한국에 와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봤어요? 이용해 보니까 어땠어요? 

4 떡볶이와 순대를 먹어 본 적이 있어요? 어땠어요?

5 밤을 새운 적이 있어요? 어땠어요? 

6 혼자 여행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어땠어요?

7 한국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어요? 어땠어요?

8 어떤 일을 하기 전과 경험한 후에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의미	 어떤 경험을 한 후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을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네요!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가: 새로 산 노트북이 어때요?           나: 사용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V-아	보니(까) V-어	보니(까) V-해	보니(까)

살아 보니까

가 보니까

먹어 보니까

*써 보니까

*들어 보니까

말해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가:  오늘 첫 출근은 잘 했어요? 회사 사람들은 어땠어요?

나:  출근하기 전까지는 조금 걱정했는데 만나 보니까 다들 친절했어요.

-아 보니(까)

알아 봅시다 1

 새 단어

노트북           교통수단          밤을 새우다          이야기를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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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

	연습1.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1 어떤 음료수를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2 한국 음식 중에서 무엇을 자주 먹는 편이에요?

3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서 무엇을 잘하는 편이에요?

4 친구를 만나면 보통 무엇을 하는 편이에요?

5 어떤 스타일의 남자 / 여자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6 일을 계획한 후에 실천을 잘 하는 편이에요?

7 어릴 때 성격이 어떤 편이었어요?

8 고향에 있을 때는 보통 주말에 무엇을 하는 편이었어요?

	의미	 어떤 상태나 상황에 가깝다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자주 의논하는 편입니까?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주 먹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자라면서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V-는	편이다 A-(으)ㄴ	편이다

먹는 편이다

가는 편이다

*노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작은 편이다

큰 편이다

*추운 편이다

*먼 편이다 

가:  요즘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나:  아니요. 요즘은 일이 없어서 한가한 편이에요.

한 달 전

이번 주

-는 편이다

노트북           교통수단          밤을 새우다          이야기를 나누다     문제가 생기다        해산물        자라다        한가하다        스타일        실천하다

 새 단어

알아 봅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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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자기소개를 잘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② 자기소개 내용은 다른 사람과 비슷한 것이 좋다.

   ③ 자기에 대해 많이 알려 주면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다. 

   ④ 자기소개를 할 때 진지하게 말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

2)	자기소개를	할	때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02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꼭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개하고 싶은 내용 이유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마다 자기소개를 한다. 그렇지만 자기소개를 잘 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

다. 어떤 회사에 지원한 사람들의 자기소개를 들어 보니까 내용이 비슷하고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을까?

  자기소개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자기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다 알려 주는 

것보다 필요한 정보만 잘 정리해서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기억하기가 쉽다. 또한 소

개를 할 때 재미있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무 재미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도 보여 줘야 한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재미있게 잘 정리해서 자기소개를 하면 듣는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좋은 태도로 말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이유소개하고 싶은 내용 

 새 단어

자기소개          길이          기억하다          또한          분위기          재미     

진지하다          태도          호감              잊다          상대방    

확인해 봅시다 1

• • • 14



01과

01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1)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유리코 씨와 왕신 씨는 나이가 같다. ② 세 사람은 지난 학기에 같은 반 친구였다.

 ③ 왕신 씨는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편이었다. ④ 유리코 씨는 한국 생활에 빨리 익숙해졌다.

2)	제니	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르십시오.

 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한다. ② 한국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③ 힘든 유학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④ 친구에게 생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3)	옆	친구와	대화를	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옆	친구를	소개해	보십시오.

1. 이름이 뭐예요?

2. 고향이 어디예요?

3. 한국에 온 목적이 뭐예요?

4. 심심하면 무엇을 하는 편이에요?

5. 

내가 소개할                  씨

인연          그러게(요)         저희            동갑          이것저것         해결되다

 새 단어

들어 봅시다 1

CD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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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1.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1 맛있기는 하지만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뭐예요? 

2 하기 싫기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3 비싸기는 하지만 사고 싶은 물건이 뭐예요?

4 고쳐야 하기는 하지만 못 고치고 있는 버릇이 뭐예요?

5 하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6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7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잘 안 된 일이 뭐였어요?

8 힘들기는 하겠지만 해 보고 싶은 일이 뭐예요?

9 어릴 때 먹기는 먹었지만 싫어한 음식이 뭐였어요?

	의미	 앞의 내용이 맞지만 그것에 대한 다른 생각을 더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졸리기는 하지만 일을 다 못 끝내서 잘 수 없어요.

 어제 본 드라마가 유치하기는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당근을 먹기는 먹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V/A-기는	했지만 V/A-기는	하지만 V/A-기는	하겠지만

먹기는 했지만

크기는 했지만

읽기는 하지만

좋기는 하지만  

듣기는 하겠지만

춥기는 하겠지만

가: 유학생활이 어때요?

나: 혼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외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아요.  

-기는 하지만

 새 단어

유치하다                   당근                   버릇                   최선을 다하다

알아 봅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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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

유치하다                   당근                   버릇                   최선을 다하다

	연습1.		 다음	보기를	보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1 아기가 계속 울어요.

2 친구가 하품을 해요.

3 백화점에 사람이 많아요. 

4 친구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5 사람들이 다 마리 씨를 좋아해요. 

6 식당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7 지하철역 계단에서 사람들이 모두 갑자기 뛰어가요.

8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해요. 

	의미	 어떤 일을 경험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마리 씨는 무서운 영화를 못 본다고 해요. 정말 겁이 많은가 봐요.

 아이가 벌을 받는 걸 보니까 잘못한 일이 있나 봐요.

 반 친구들의 공책을 걷어서 선생님께 드리는 걸 보니까 저 학생이 반장인가 봐요.

V-나	보다	 	A-(으)ㄴ가	보다	 N인가	보다

먹나 보다
오나 보다

*맛있나 보다  

많은가 보다
바쁜가 보다
*매운가 보다   

모델인가 보다 
가수인가 보다  

	V/A-았/었/했나	보다 N이었나	보다 N였나	보다

많았나 보다
먹었나 보다

학생이었나 보다  가수였나 보다

V-(으)ㄹ	건가	보다

먹을 건가 보다
올 건가 보다  

*만들 건가 보다  
*들을 건가 보다

가: 스티븐 씨와 악수하는 걸 보니까 서로 아는 사이인가 봐요.

나: 네, 제 룸메이트의 친구라서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나 보다

추측하다         겁이 많다          잘못하다          걷다          반장          악수하다

사이              하품하다           줄을 서다         평소

 새 단어

알아 봅시다 4

 <보기> 친구가 물을 많이 마셔요. → (물을 많이 마시는 걸 보니까) 매운 음식을 먹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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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두 사람은 모두 이 식당에 처음 왔다.

 ② 지영 씨는 못 먹는 음식이 많은 편이다.

 ③ 피터 씨는 회사 일을 잘 못해서 걱정이다.

 ④ 피터 씨는 지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2)	피터	씨가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여러분들이	소개팅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칭찬하다                우선                레스토랑                선택하다

 새 단어

확인해 봅시다 2

(이지영 씨와 피터 씨는 스티븐 씨가 소개해 줘서 만났다.)

이지영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피   터 안녕하세요. 피터라고 합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팅이 처음이라서 긴장이 되

네요.

이지영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편하게 이야기해요. 

피   터 그런데 지영 씨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시나 봐요. 지영 씨를 소개해 준 스티븐 씨가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리고 스티븐 씨가 자기 일도 많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이지영 스티븐 씨가 처음 왔을 때는 좀 도와주기는 했지만 스티븐 씨가 일을 잘해서 이제 도와

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피   터 아니에요. 아직은 잘 못해요. 그럼, 우선 식사를 주문한 후에 더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이지영 이 레스토랑은 처음 와 봤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 잘 먹는 편이니까 피터 씨가 맛있는 음식으로 시켜 주세요.

피   터 그럼, 스테이크가 어떠세요? 지난번에 먹어 보니까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지영  네, 좋아요. 그럼 스테이크를 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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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

칭찬하다                우선                레스토랑                선택하다

01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1)	스티븐은	어떤	사람인지	메모해	보십시오.

■ 이름  스티븐

■ 나이

■ 한국어를 배운 기간

2)	대화를	듣고	스티븐	씨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휴게실에 간다.

    ② 면접을 보러 간다.

    ③ 이지영 씨와 회식을 간다.

    ④ 이지영 씨에게 한국어를 배운다.

3)	회사	면접에서	자기소개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면접을 보다       서투르다       옆자리        혹시        회식         참석하다       잇다

 새 단어

들어 봅시다 2

CD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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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제	자기소개를	해	봤습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02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 이 요리 프로그램은 외국인만 들을 수 있다.  

 ② 스티븐 씨는 미국에서 김치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③ 마리 씨는 한국 음식을 가끔 만들어서 먹는 편이다. 

 ④ 김치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미리 준비돼 있었다.

2)	송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모임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CD 03

강   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을 맡은 강사, 김민경입니다. 오늘 수업은 한국의 김

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인데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더 좋네요. 혹시 김치를 만들어 본 분이 계세요?

스티븐 저는 매일 김치를 먹기는 하지만 아직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김치를 만들

어 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왔습니다.

강  사 잘 오셨어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스티븐 저는 미국에서 온 스티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심히 배울 테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강   사 네, 같이 즐겁게 만들어 봐요. 그럼, 앞에 계신 분의 소개도 들어 볼까요?

송   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송이라고 해요. 외국인 친구가 

김치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강   사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친구인가 봐요.

마   리 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마리입

니다. 저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는 걱정이 됐지만 와 보

니까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재료 준비도 다 돼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사 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읽어 봅시다

 새 단어

강사       맡다       프로그램       성함       학년      재학        걱정되다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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