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 13과

듣기 스크립트

한글 1

∙듣고 골라 봅시다 1
1) 어

2) 오

3) 우

4) 어이

1) 오

2) 어

3) 오이

4) 아이

1) 거기

2) 나라

∙듣고 써 봅시다 1
∙듣고 골라 봅시다 2

3) 오리

∙듣고 써 봅시다 2
1) 가구

2) 누나

3) 구두

4) 가다
4) 다리

5) 아우

5) 두드리다
5) 라디오

6) 우리

7) 노래

8) 기다리다

한글 2

∙듣고 골라 봅시다 1
1) 모자

2) 비누

∙듣고 써 봅시다 1

3) 주스

4) 어머니 5) 흐리다

1) 머리 2) 바다 3) 지도 4) 버스 5) 모자 6) 사다

∙듣고 골라 봅시다 2

7) 허리 8) 하다

1) 치즈 2) 코디 3) 코피 4) 바다 5) 자다

∙듣고 써 봅시다 2
1) 치마 2) 파도

3) 코트 4) 투우사 5) 크다 6) 포도 7) 하트 8) 데이트

한글3

∙듣고 골라 봅시다 1
1) 고리

2) 타기

3) 짜다

1) 끄다

2) 아빠

3) 바쁘다 4) 싸다

∙듣고 써 봅시다 1
∙듣고 골라 봅시다 2

4) 추다

5) 뿌리다
5) 아가씨 6) 찌개

1) 여우

2) 유자

3) 펴기

4) 유리하다

1) 겨자

2) 여기

3) 이야기

4) 여유

∙듣고 써 봅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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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자

7) 비싸다

6) 시계

8) 짜다

한글 4

∙듣고 골라 봅시다 1
1) 뒤

2) 훼

3) 와인

∙듣고 써 봅시다 1

4) 의사 5) 추워

1) 사과 2) 귀 3) 돼지 4) 추워요 5) 의사 6) 쉬다 7) 화가 8) 회사

∙듣고 골라 봅시다 2
1) 방 2) 불 3) 엄마

∙듣고 써 봅시다 2

4) 남자

5) 비행기

1) 눈 2) 탈 3) 김치 4) 자동차 5) 선물 6) 선생님 7) 컴퓨터 8) 공부하다

한글5

∙듣고 골라 봅시다 1
1)앞

2)밖

3)탓

∙듣고 써 봅시다 1

4)썩다

5)지갑

1) 책 2) 꽃 3) 지갑 4) 학교 5) 젓가락 6) 커피숍 7) 가족 8) 숙제

1과 안녕하세요

들어 봅시다 1
1)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왕신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2)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3)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코예요. 주부예요.
4)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예요. 회사원이에요.

들어 봅시다 2
스티븐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마 리 저는 마리예요.
스티븐 마리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마 리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스티븐 마리 씨는 회사원이에요?
마 리 네, 회사원이에요.
스티븐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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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 이것은 뭐예요?

들어 봅시다 1
1) 여자 이것은 뭐예요?
남자 그것은 필통이에요.
2) 남자 그것은 뭐예요?
여자 이것은 지도예요.
들어 봅시다 2
건 우 저것은 뭐예요?
마 리 전자사전이에요.
건 우 마리 씨의 전자사전이에요?
마 리 아니요, 제 전자사전이 아니에요.
건 우 누구의 전자사전이에요?
마 리 왕신 씨의 전자사전이에요.
3과 지금 무엇을 해요?

들어 봅시다 1
1) 남자 유리코 씨는 무엇을 해요?
여자 유리코 씨는 빵을 먹어요.
2) 남자 마리 씨는 뭘 해요?
여자 마리 씨는 음악을 들어요.
3) 남자 왕신 씨는 무엇을 해요?
여자 왕신 씨는 물을 마셔요.
4) 남자 건우 씨는 무엇을 해요?
여자 건우 씨는 편지를 써요.
5) 남자 지영 씨는 뭘 해요?
여자 지영 씨는 자요.
6) 남자 뚜안 씨는 뭘 해요?
여자 뚜안 씨는 책을 읽어요.
4과 어디에 가요?

들어 봅시다 1

1) 스티븐 씨는 여기에서 책을 사요.
2) 유리코 씨는 여기에서 커피를 마셔요.
3) 왕신 씨는 여기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4) 저는 여기에서 밥을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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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봅시다2
왕신 마리 씨, 학교에 가요?
마리 아니요, 학교에 안 가요. 백화점에 가요.
왕신 백화점에서 옷을 사요？
마리 아니요, 백화점에서 유리코 씨를 만나요.
5과 한국어가 어때요?

들어 봅시다 1
유리코 뚜안 씨, 뭐 해요?
뚜 안 영어를 공부해요.
유리코 영어 공부가 어때요?
뚜 안 영어 공부가 어려워요.
들어 봅시다 2
마 리 스티븐 씨, 뭐 먹어요?
스티븐 비빔밥을 먹어요.
마 리 비빔밥이 매워요?
스티븐 아니요, 안 매워요. 맛있어요.
6과 도서관 안에 있어요

들어 봅시다 1
1) 남자 옷이 어디에 있어요?
여자 침대 아래에 있어요.
2) 남자 고양이가 침대 위에 있어요?
여자 아니요, 문 앞에 있어요.
3) 남자 에어컨이 어디에 있어요?
여자 침대 위에 있어요. 문 옆에 있어요.
4) 남자 핸드폰이 책상 위에 있어요?
여자 아니요, 의자 위에 있어요.
5) 남자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여자 책상 옆에 있어요.
6) 남자 컵이 어디에 있어요?
여자 책상 위에 있어요. 컴퓨터 옆에 있어요.
7) 남자 책이 의자 아래에 있어요?
여자 아니요, 침대 위에 있어요.
8) 남자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여자 창문 밖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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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시험이 며칠이에요?

들어 봅시다 1
1) 남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2) 여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3) 남자 생일이 며칠이에요?
4) 여자 시험이 언제예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월 7일이에요.
5월 2일이에요.
12월 17일이에요.
10월 11일이에요.

들어 봅시다 2
1) 마리 유리코 씨의 생일이 며칠이에요?
뚜안 9월 11일이에요.

마리 그럼, 11일에 생일파티를 해요.
2) 뚜안 왕신 씨, 언제 시험을 봐요?
왕신 2월 8일에 시험을 봐요.
3) 지영 언제 고향에 가요?
왕신 11월 23일에 고향에 가요. 고향에서 친구를 만나고 쉬어요.
4) 스티븐 영화표가 있어요. 같이 영화를 봐요.
마 리 좋아요. 언제 영화를 봐요?
스티븐 4월 5일 일요일에 영화를 봐요.
8과 어제 뭐 했어요?

들어 봅시다 1
유리코 뚜안 씨, 주말에 뭐 했어요?
뚜 안 주말에 영화를 봤어요.
유리코 영화가 어땠어요?
뚜 안 재미있었어요. 유리코 씨는 뭐 했어요?
유리코 저는 마리 씨하고 같이 백화점에 갔어요.
들어 봅시다 2
건우 마리 씨, 언제 한국에 왔어요?
마리 3월 1일에 왔어요.
건우 고향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마리 아니요, 안 배웠어요.
건우 고향에서 뭘 했어요?
마리 회사에 다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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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 저녁 8시까지 놀았어요

들어 봅시다 1
1) 마리 왕신 씨,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2) 마리 몇 시에 영어 수업이 끝나요?
3) 마리 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놀았어요?
4) 마리 보통 몇 시에 자요?

왕신
왕신
왕신
왕신

7시 30분에 일어났어요.
10시 50분에 끝나요.
6시부터 9시까지 놀았어요.
11시 반에 자요.

들어 봅시다 2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6시부터 7시까지 운동을 해요.
7시부터 7시 30분까지 밥을 먹고 8시에 회사에 가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와요.
그리고 11시부터 자요.

10과 사과가 한 개에 얼마예요?

들어 봅시다 1
1) 여자 지우개가 한 개에 얼마예요?
2) 남자 커피가 한 잔에 얼마예요?
3) 여자 맥주가 한 병에 얼마예요?
4) 남자 비빔밥이 한 그릇에 얼마예요?
5) 여자 책이 한 권에 얼마예요?
6) 남자 전자사전이 얼마예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00원이에요.
4,5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39,000원이에요.
210,000원이에요.

들어 봅시다2
아저씨 어서 오세요.
유리코 이 볼펜이 얼마예요?
아저씨 한 개에 1,000원이에요.
유리코 저 공책은 얼마예요?
아저씨 한 권에 1,500원이에요.
유리코 그럼, 볼펜 3개, 공책 2권 주세요.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있어요.
11과

같이 영화를 볼까요?

들어 봅시다 1
남자 토요일 몇 시에 만날까요?
여자 2시나 3시에 만나요.
남자 그럼 2시에 만나요. 그런데 어디에서 만날까요?
여자 백화점 앞에서 만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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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백화점 앞에는 사람이 많아요. 2시에 서점 앞에서 만나요.
네,

알았어요.

들어 봅시다 2

간

건우 뚜안 씨, 언제 시 이 있어요?

뚜안 금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건우 같이 운동을 할까요?
뚜안 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건우 3시가 어때요?
뚜안 3시에는 스티븐 씨를 만나요. 4시나 4시 반이 어때요?
건우 저는 4시 반이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만날까요?
뚜안 공원에서 만나요.
12과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들어 봅시다 1
여자 무슨 요일에 학교에 가요?
남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요.
여자 주말에는 안 가요?
남자 네, 주말에는 가지 않아요. 주말에는 집에서 쉬어요.
들어 봅시다 2
지영 뚜안 씨, 수박을 좋아해요?
뚜안 아니요, 수박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영 그럼,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뚜안 저는 사과하고 딸기를 좋아해요.
지영 그래요? 요즘 사과가 싸고 맛있어요. 사과를 살까요?
뚜안 좋아요.
13과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들어 봅시다 1
종업원 뭘 드릴까요?
손 님 햄버거 두 개, 콜라 한 잔 주세요.
종업원 모두 9,800원입니다.
손 님 여기 있어요.
종업원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어 봅시다 2
종업원 어서 오세요.
왕 신 유리코 씨, 우리 커피를 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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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코 아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요즘 안 마셔요.
왕 신 왜요?
유리코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는 녹차를 마시고 싶어요.
왕 신 그래요. 그럼, 녹차 한 잔, 커피 한 잔 시켜요.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