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두기 How to use this book

새 단어의 뜻과 예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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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ew vocabulary with example 

sentences when a word is highlighted.

읽기 텍스트의 내용을 들어 볼 수 있다.

This function allows the text to be 

heard.

사진, 동영상 등의 수업용 보조 자료를 

제공한다.

The Reference Room provides 

supplementary materials such as 

photographs and video clips. 

과제용 활동지를 제공한다.

Activity Sheets are provided for the 

Task section. 

과제 운영을 위한 교사용 도움말을 제공

한다.

Helpful tips for the Task section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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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파일을 모두 mp3 파일로 제공한다.

Mp3 audio file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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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표 Scope and Sequence

단원
Unit

말하기
Speaking

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과제
Task

어휘
Vocabulary

문법과 표현
Grammar and Expression

발음
Pronunciation

문화 산책
Culture Note

10과

뭐 먹을래? 

What would you like 

to eat?

•식당 추천하기
 Recommending a restaurant

•메뉴 추천하기
  Recommending a menu

• 메뉴 정하는 대화 듣기
  Listening to a conversation about choosing 

a menu item

• 전화로 음식 주문하는 대화 듣기
  Listening to a conversation about ordering 

food on the phone

• 음식 주문하는 역할극하기
 Role-play: ordering food

• 식당 소개하는 글 읽기
  Reading a passage about a restaurant 

review

• 식당 소개하는 글 쓰기
 Writing a restaurant review

• 전화로 음식  

주문하기
  Ordering food on the 

phone

•음식
 Food

•맛
 Taste

•식당 평가
 Restaurant review

•N 중에(서)

•반말

•V-(으)ㄹ래요

•A-(으)ㄴ데, V-는데, N인데 2

•의문문의 억양
  Intonation of 

questions

• 반말
  Banmal

11과
운동을 좀 해 보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exercise?

•증상 설명하기
 Explaining symptoms

•권유하기
 Recommending

•의사와 환자 대화 듣기 
  Listening to a conversation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건강 비결 인터뷰 듣기 
  Listening to an interview about health 

secrets

•건강 비결 인터뷰하기 
  Interviewing someone about health secrets

•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글 읽기
  Reading a passage about healthy 

lifestyles

•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글 쓰기 
  Writing a passage about healthy 

lifestyles

• 의사와 환자 

역할극하기
  Role-play: doctor and 

patient

•증상
 Symptom

•병원
 Hospital

•약
 Medication

•‘ㅅ’ 불규칙

•N마다

•V-는 게 어때요?

•V-기로 하다

• 종성 규칙 후 

연음
 Liaison Rule

•인삼
 Korean ginseng

12과
저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I am a little on the quiet 

side

•외모 묘사하기
 Describing appearances

•성격 표현하기
 Expressing personalities

•머리 모양에 대한 대화 듣기 
  Listening to a conversation about hairstyle

•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 설명하는 대화 

듣기 
  Listening to a conversation about 

requesting hairstyle in a hair salon

• 미용실에서 원하는 머리 모양 요청하기 
  Requesting hairstyle in a hair salon

•성격 테스트 문항 읽기
 Reading personality tests

• 자신의 성격에 대해 쓰기
  Writing about one’s personality

• 인물의 외모와 성격 

묘사하기
  Describing 

appearances and 
personalities

•외모
 Appearance

•성격
 Personality

•A-아/어 보이다

•N처럼[같이]

•A-(으)ㄴ 편이다, V-는 편이다

•A-게

•받침 ‘ㄻ’
  Final consonants ‘ㄻ’

•붕어빵
 Fish-shaped bread

13과
주변이 조용해서 
살기 좋아요 

Living conditions 

are good because the 

neighborhood is quiet

•주거 조건 설명하기
 Explaining living conditions

•집 구하기
 Finding a place to live

•주거 환경에 대한 대화 듣기 
  Listening to a conversation about living 

conditions

• 임대 조건에 대한 전화 대화 듣기
  Listening to a telephone conversation 

about the terms of a rental

•집에 대해 문의하기
 Inquiring about a place to live

•지금 사는 집에 대한 글 읽기
  Reading a passage about the place you 

now live

•지금 사는 집에 대한 글 쓰기 
  Writing a passage about the place you 

now live

• 조건에 맞는  

룸메이트 찾기
  Finding the perfect 

roommate

•주거
 Living

•생활비
 Living expenses

• A/V-(으)ㄹ지 모르겠다

•A/V-기는 하지만

•A/V-기 때문에, N(이)기 때문에

•V-기(가) A

•유기음화 2
 Aspiration 2

• 한옥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es

14과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May I take a picture 

here?

•실수한 경험 말하기
 Talking about mistakes in the past

•예절 설명하기
 Explaining etiquette

•공연장 안내 방송 듣기 
  Listening to an announcement in a concert 

hall

• 기숙사 규칙에 대한 대화 듣기
  Listening to a conversation about rules in 

the dormitory

• 공중도덕에 대해 말하기
 Talking about public etiquette

•문화 차이에 대한 글 읽기 
  Reading a passage about cultural 

differences

• 문화 차이에 대한 글 쓰기
  Writing a passage about cultural 

differences

• 경험 발표하기
  Presenting interesting 

experiences

•예절
 Etiquette

•공중도덕
 Public etiquette

•V-(으)ㄴ 적(이) 있다[없다]

•A/V-았을/었을 때

•V-아도/어도 되다

•V-(으)면 안 되다

•경음화 3
 Glottalization 3

• 경로 우대
  Respect for senio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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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I’ve become used to 

living in Korea

•안부 묻고 근황 말하기
 Catching up on each other’s lives

•변화 설명하기
 Expressing changes

• 장래 희망에 대한 대화 듣기 

dream

• 은퇴 후 계획에 대한 인터뷰 듣기
  Listening to an interview about plans after 

retirement 

•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기

•서울의 변화에 대한 글 읽기
  Reading about changes in Seoul

•고향의 변화에 대한 글 쓰기
  Writing about changes in your 

hometown

• 인생 그래프  

발표하기 
  Presenting graph of 

life

•인생
 Life

•변화
 Change

•A-아지다/어지다

•V-게 되다

•V-기 전에

•V-(으)ㄴ 후에

•‘ㅎ’ 탈락
 Silent ‘ㅎ’ 

•서울의 변화 
 Changes in Seoul

16과
설날에는 밥 대신 
떡국을 먹어요 

We eat tteokguk instead 

of rice on New Year’s 

Day

•명절 소개하기
 Introducing a traditional holiday

•부탁하기
 Asking for a favor 

• 명절에 대한 라디오 뉴스 듣기

  Listening to the radio news about a holiday

•부탁하는 대화 듣기
  Listening to a conversation about asking 

for a favor 

•부탁하기와 거절하기
  Asking for a favor and turning down a 

request

•명절에 대한 글 읽기
 Reading about a holiday

•명절에 대한 글 쓰기
 Writing about a holiday

•윷놀이하기 
 Playing Yut

•명절
 Traditional holidays

•집안일
 Housework

•V-아/어 놓다

•N 대신

•V-(으)ㄹ까 하다

•A/V-(으)ㄹ 테니까

•유음화 1
 Lateralization 1

•강강술래 
  Traditional Korean 

circle dance 

17과
비행기를 

놓칠 뻔했어요 

I almost missed the 

•문제 상황 설명하기
 Explaining problems

•분실물 설명하기
 Explaining about lost items

•분실물 안내 방송 듣기
  Listening to an announcement about lost 

items

•문제 상황에 대한 대화 듣기
  Listening to a conversation about problems

•문제 상황 묘사하기
  Describing your problems

• 분실물 찾는 광고 읽기
 Reading a lost-and-found poster

• 분실물 찾는 광고 만들기
  Creating a lost-and-found poster

• 그림 보고 상황 

설명하기
  Creating a story using 

pictures

•사고
 Accident

•색과 무늬
 Colors and patterns

•V-아다/어다 주다

•V-(으)ㄹ 뻔하다

•‘ㅎ’ 불규칙

•V-아/어 있다

•유음화 2 
 Lateralization 2

• 색동
  Multicolored sleeve 

fabric for Korean 
traditional tops

18과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어요 

It’s been already six 

months since I came to 

Korea

•한국 생활 감회 표현하기

living in Korea

•계절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기
 Narrating the changes of seasons

• 계절의 변화에 대한 라디오 방송 듣기
  Listening to radio broadcasts about the 

changes of seasons

• 한국 생활에 대한 라디오 사연 듣기
  Listening to radio broadcasts on letters 

about life in Korea

• 기억에 남는 일 말하기
  Talking about memorable events

• 기억에 남는 사람에 대한 글 읽기
  Reading about memorable people

• 기억에 남는 사람에 대한 글 쓰기
  Writing about memorable people

• 한국 생활 잘하는 

방법 발표하기
  Making presentations 

on how to enjoy life in 
Korea

•감정
 Emotions

•계절의 변화
 Changes of seasons

• V-(으)ㄴ 지

•N(이)나 2

•A-다, V-ㄴ다/는다, N(이)다

•종합 연습
  Review Exercises

• 한국의 시 

『눈 내리는 밤』
  Korean poem 

『The Snowy N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