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한국어 공부
* 교실표현 알려주기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어휘와 표현
1.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야기해 보세요.
가: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나: BTS를 좋아해요. 지민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요.(want to)
*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다.
* 한국 친구가 있다.
* 한국 여행을 하다.
*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
* 남자/여자 친구가 한국 사람이다.
*
2.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이야기해 보세요.
가: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나: 너무 어려워요.(difficult)
* 쉽다(easy)
* 재미없다(not interesting)
* 재미있다(interesting)
*

3. 여러분이 한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 k-pop을 듣다.
□ 한국 친구를 사귀다.(to make friend)
□ 한국 드라마를 보다.
□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 하다.
□ 한국 식당에 가다.
□ 한국 여행을 가다.
□ 유투브로 한국에 관한(about) 동영상(vedio)을 보다.
□ 온라인 세종학당에 가입하다.(sign in)
문 법
1.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이름이 뭐예요?
(2) 영국 사람이에요?
(3) 오늘 어디에 갔어요?
(4) 지금 뭐해요?
(5) 방에 뭐가 있어요? (3개)
(6) 직업이 뭐예요?
(7) 어제 뭐 했어요?
(8) 모두 얼마예요? 13200원
(9) 어디에서 영화를 봐요?
(10) 방에 가방이 몇 개 있어요?
(11) 침대 옆에 무엇이 있어요?

듣 기
1.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track 70)
(1) 로라 씨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2) 두 사람은 토요일에 무엇을 할 거예요?
① 일할 거예요.
② 공부할 거예요.
③ 영화를 볼 거예요.
2.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track 71)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①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reason)
② 한국 친구를 만나는 이유
③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2) 들은 내용과 같으면 ○, 다르면 ×에 표시하세요.
① 투이 씨는 선생님이에요. ○ ×
② 유키 씨는 한국 음악을 좋아해요. ○ ×
③ 타완 씨는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 ×

읽 기
1. 다음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K-pop 노래교실
기간 : 2월 한 달(4주)
시간 : 금요일 오후 7:00~8:30
장소 : 홍대 상상마당 지하1층
대상 : Helena 학생들
1) 이 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워요?
2) 어디에서 배워요?
3) 누가 배워요?
2) 다음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저는 지난 2월에 버블링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낮
에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헬레나
는 저의 선생님입니다. 수업(lesson)은 매주(everyweek) 화요일 저
녁에 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지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어를 공부하고, 노래도 연습합니다(practice). 한국어 수업하고 노래
연습 모두 아주 재미있습니다.
1) 이 사람은 무엇을 배워요?(learn)
2) 읽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① 이 사람은 회사원이에요.
② 이 사람은 한국 노래를 잘해요.(be good at)
③ 이 사람은 금요일에 한국어를 공부해요.

쓰 기
1. 여러분은 한국어를 왜 공부해요?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써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