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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약속 (Appointments)
“Making suggestions and appointments”
Grammar: -(으)ㄹ까요, -아요/어요
Vocabulary: Making appointments, Plans

어휘와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약속하기 Making Appointments
※ 한국어 단어와 뜻이 같은 영어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the Korean
words with their English counterparts.

1) 약속이 있다

•

•

Don't have an appointment

2) 약속이 없다

•

•

Don't have time

3) 시간이 있다

•

•

Have time

4) 시간이 없다

•

•

Set an appointment

5) 약속을 하다

•

•

To be busy

6) 일이 있다

•

•

Have an appointment

7) 괜찮다

•

•

Have something to do

8) 바쁘다

•

•

It's okay.

※. 다음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below.
1) 가: 내일 만날까요?
나: 내일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I don't have time.)
2) 가: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요?
나: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I have something to work.)
3) 가: 요즘 바쁘세요?
나: 아니요,

(I am not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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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Grammar
‘-(으)ㄹ까요’
‘-(으)ㄹ까요’ is used to ask for the listener's opinion, and often used
to make a suggestion or an offer (Shall I /we -?). Also, it is often
used with 같이 (together) such as 같이 갈까요? (Shall we go
together?). –을까요 is used when the preceding verb ends with a
consonant other than ㄹ, and –ㄹ까요 is used when the preceding
verb ends with either a vowel or ‘ㄹ’.
–을까요

–ㄹ까요

먹다 → 먹을까요?

보다 → 볼까요?

읽다 → 읽을까요?

만나다 → 만날까요?

듣다 → 들을까요?

놀다 → 놀까요?

※ 다음 그림을 보고 "-(으)ㄹ까요?“를 사용하여 빈 칸을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s and change the verbs to suggestion form using
‘-(으)ㄹ까요?’.

운동하다
1)

커피를 마시다
2)

→ 운동할까요?

→

음악을 듣다
3)

점심을 먹다
4)

→

→

영화를 보다
5)

놀러 가다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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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약속의 내용 Plans
※ 다음 제시된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sentences with the expressions provided in the table.

차를 마시다
drink tea

1) 차이나타운에서

커피를 마시다
drink coffee

2) 커피숍에서

아침을 먹다
eat breakfast

3) 같이

점심을 먹다
eat lunch

4)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
eat dinner

5) 오늘 같이

놀러 가다
go to play

6) 놀이 공원에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7) 내일 같이

남자 친구를 만나다 8) 주말에
meet a boyfriend

여자 친구를 만나다 9) 주말에
meet a girlfriend

Complete

the

차를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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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Grammar
‘-아요/어요’
‘–아요/어요‘ is the polite ending form mostly used in conversation as we
learned at Ch.2.<세종한국어 1 p.48>. Furthermore, ’-아요/어요‘ is also used
to express a suggestion like ‘Let’s-‘.

Polite ending

Let’s -

가: 지금 뭐 해요?
나: 한국어 공부해요.

가: 같이 한국어공부 할까요?
나: 좋아요. 같이 공부해요.

가: 오늘 오후에 뭐해요?
나: 오늘 오후에 친구 만나요.

가: 오늘 오후에 만날까요?
나: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가: 유니언 스퀘어에서 만나요.

※ 아래의 그림을 보고 ‘-아요/어요’를 사용해서 제안을 해 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make a suggestion using ‘-아요/어요’.
1)
가: 놀이공원에 같이 놀러가요. (놀러 가다)
나: 좋아요.
2)
가: 같이

(쇼핑하다)

나: 미안해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3)
가: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다)

나: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4)
가: 같이 차를
나: 좋아요.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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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말하기 Listening and Speaking
※ (1~2) 다음을 잘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세요.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response as shown in the example.
<예>

가: 저녁에 시간 있어요?
나:
①
◯

네, 있어요.

② 불고기가 어때요?

1.
① 세 시가 어때요?

② 괜찮아요.

① 미안해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② 좋아요. 같이 놀러가요.

2.
.
※ (3~4)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true statement based on the conversation.
3.
① 두 사람은 내일 학교 앞에서 만나요.
② 두 사람은 오늘 저녁에 만나요.
4.
① 두 사람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② 두 사람은 내일 같이 쇼핑해요.
5.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o the
questions.
1) 진수는 오늘 뭐 해요?
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요.
②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③ 회사에서 일을 해요.
④ 친구와 영화를 봐요.
2) 두 사람은 토요일 몇 시에 만나요?
① 5 시
② 6 시
③ 7 시
④ 8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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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6.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1) 가: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세 시 괜찮아요?
나: 네, 좋아요. (Yes, sounds good.)
2) 가: 마크 씨,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나:
(No, I don’t have any plans tonight.)
3) 가: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나:

?
(What about in front of the office?)

7. 다음 대화를 읽고 빈칸을 채워서 약속을 해 보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1) 스티브: 수진 씨, 오늘 시간이 있어요?
수

진: 미안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스티브: 내일은 어때요?
수

진:

.

스티브: 같이 영화를 볼까요?
수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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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니: 마크 씨, 오늘 뭐 해요?
마크: 오늘 오전에 일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약속이 없어요.
제니:

?

마크: 네, 좋아요.
제니:

?

마크: 저녁 여덟 시 어때요?
제니:

.

마크: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갈비를 먹을까요?
제니: 네. 여덟 시에

.

8. 세 사람이 종강 파티를 준비해요. ‘-(으)ㄹ까요’와 ‘-아요/어요’를 사용해
서 약속해 보세요. Make plans for a party to celebrate the end of the
semester with two of your classmates using ‘-(으)ㄹ까요’ and ‘-아요/어
요’.
가: 언제 파티 할까요?
나: 금요일이 어때요?
다: 몇 시에 할까요?
가:
나: 어디에서 할까요?
다:
가: 무엇을 살까요?
나:
다: 누가 무엇을 살까요?
가:

종강파티 the party to celebrate finishing the semester, 누가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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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Reading and Writing
1. 디음 메모를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memo and answer the
questions.

제인 씨,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예요.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나파 밸리에서 와인 페스티발이 있어요. 와인도 마시고 맛
있는 햄버거도 먹어요. 한국어 반 친구들과 같이 가요. 세종
학당 앞에서 10시에 만나요.
민수

1) 민수는 제인하고 어디에 갈 거예요?
① 샌프란시스코

② 유니언 스퀘어

③ 나파 밸리

② 토요일

③ 일요일

④ 버클리

2) 언제 가요?
① 금요일

3) 어디에서 만나요?

④ 월요일

128

2.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Read the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이번 토요일에 친구하고 파머스 마켓에 가요. 친구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아
요. 우리는 페리빌딩 앞에서 오전 9시에 만나요. 파머스 마켓에 과일하고
채소가 많이 있어요. 오렌지, 사과, 그리고 토마토를 사요. 그리고 커피도
마셔요. 저는 가을에 친구하고 파머스 마켓에 자주 가요. 여러분도 같이
갈까요?
1)

이번 토요일에 어디에 가요?

2)

파머스 마켓에서 무엇을 사요?

파머스 마켓 farmers' market, 페리 빌딩 ferry building, 과일 fruit, 여러분 you (pl),
토마토 tomato

※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swer the questions.
3.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래
표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You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r friend downtown this weekend. Before writing, make
plans for what you’re doing for the weekend using the table below.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토요일 오후 4시

극장

영화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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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주말 계획에 대해 ‘-(으)ㄹ까요?’, ‘어요/아요’를 사용해서 이메일을 쓰세요.
Write an email to your friend
using ‘-(으)ㄹ까요?’, ‘-어요/아요’ based on the plans you wrote ab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