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동안 잘 지내요
저는 오늘 가장 친한 친구 유리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리코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
은 초밥으로 유명합니다. 유리코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6개월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학기에 같은 반에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학기 우리 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친
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동안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리코와 잘 지
내고 싶습니다.
Unit 1 Let's get to know each other well studying together
Today I'd like to introduce my best friend Yuriko. Yuriko is from Japan. Japan is famous for its
sushi. As she got married to a Korean man, she came to Korea 6 months ago.
Last semester we studied together in the same class. There were lots of students in our class
from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that it was really fun. I hope to stay close to Yuriko in the

future.
1科

私達一緒に勉強する間、仲よくしましょう

<マリ>
今日は、いちばん仲良い友だちのユリコを紹介します。ユリコは日本から来ました。日本はお
寿司で有名です。ユリコは韓国人の男性と結婚して6ヶ月前に韓国に来ました。私達は前学期に同
じクラスで勉強しました。前学期の私のクラスには色々な国から来た友だちがたくさんいまし
た。そのため一緒に勉強するのが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これからもユリコと仲よくしたいで
す。
1课 我们一起学习的时间过得很融洽
<玛丽>
今天，我来介绍我最好的朋友百合子。百合子来自日本。日本以寿司而出名。百合子和韩国男生结
婚以后，6个月前来到韩国。上一个学期，我们在一个班里学习。上个学期，我们班里有来自许多国
家的朋友。所以大家在一起学习的时间特别的有意思。以后，我还想和百合子好好地相处。
2과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었어요?
왕 신

선생님, 제가 말하기를 잘 못해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왕신 씨는 목소리가 작고 말이 빨라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언어교환 친구를 찾아보세요.

왕 신

언어교환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한 지 벌써 사 개월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잘 못해요.

선생님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CD를 들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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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2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Korean?
Wangshin Teacher, I'm really worried about my speaking ability. What can I do to make it better?
Teacher

Wangshin, you speak to quietly and too fast.
So I think you should try and practice speaking slowly.
I think you should also find yourself a language exchange partner.

Wangshin It's already been four months since I started studying with a language exchange partner.
And still I can't speak well.
Teacher

Once you've spent a little more time together you'll do fine.
Listening to a CD and repeating the sentences in a loud voice is also an good method.

2科 韓国語を学んで、どのくらい経ちましたか？
ワン・シン

先生、会話が下手で心配です。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先生

ワン・シンさんは声が小さいし、早口なのでゆっくり話す練習をしてみてください。
それからエクスチェンジする友だちを探してみて下さい。

ワン・シン

エクスチェンジの友だちと一緒に勉強をして、もう4ヶ月です。だけど、
上手くなりません。

先生

もっと時間が経てば上手くなります。
CDを聞いて大きな声で、まねをするのも良い方法です。

2课 学韩语多长时间了？
王新

老师，我的口语很不好，所以很担心。怎么办才好呢？

老师

王新的声音小而且话说的太快了。所以练习一下慢慢的说话，还有找个语言交换的朋友。

王新

和语言交换的朋友一起学习4个月了，但是仍然不好。

老师

时间久了就会好了。听CD的时候，当声的跟着读也是一个好的方法。

3과 노력하면 좋아질 거예요
마 리

스티븐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많이 익숙해졌어요?

스티븐

네, 처음에는 불편한 것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어서 편해졌어요.

마 리

그렇지요?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음식을 주문할 때나 쇼핑할 때 좋지요?

스티븐

네, 그래요.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 리

저도 한 달 전부터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내용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서 드라마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그래서 고
향친구들에게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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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 If you try harder it'll get better
Mari

Steven, how do you find the Korean lifestyle? Have you started getting a little used to
it?

Steven

Sure, there were some uncomfortable moments at the beginning.
But now that I can speak a little Korean things are getting easier.

Mari

I'm sure.
Since you can speak Korean

Steven

it's great when ordering food or shopping, isn't it?

Yeah, of course. And it's great that now that I can understand a little of the story when
watching dramas.

Mari

I started watching dramas last month too.
Korean dramas are more exciting now that I can understand a little more of the story.
So now I talk a lot about Korean dramas with friends back home.

3科

努力したら良くなります

マリ

スティーブンさん、韓国の生活はどうですか？慣れましたか？

スティーブン はい、はじめは不便な事も多かったですが、韓国語が少しできるようになって楽に
なりました。
マリ

そうでしょう？
韓国語ができるから、食事を注文する時や買い物をする時に楽でしょう？

スティーブン

はい、そうですね。ドラマを見る時も少し理解ができて嬉しいです。

マリ

私も1ヶ月前からドラマを見始めました。ドラマの内容を少し聞き取れるから、
おもしろくなって、故郷の友達にも韓国ドラマの話をたくさんします。

3课 努力地话会好起来的
玛丽

史蒂芬，韩国生活怎么样？已经都适应了吧？

史蒂芬 是，当开始有很多不方便的地方。但是现在可以说一点韩语，方便了不少。
玛丽

是吧？ 可以说韩语，点菜的时候和购物的时候很方便吧？

史蒂芬 是的。还有就是看电视剧的时候多少可以理解一点很开心。
玛丽

我也从1个月以前开始看电视剧了。电视剧的内容多少可以理解一点，电视剧更有意思了。
所以跟故乡的朋友聊很多韩国电视剧。

4과 통역사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선생님

여러분은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유리코 씨부터 말해 보세요.

유리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븐 씨는요?

스티븐

저는 어릴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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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통역사가 되고 싶으면 두 나라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도 잘 알아야 돼요. 하오 씨는 어때요?

양하오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배웠어요.

Unit 4 An interpreter? Sounds right for you
Teacher

Class, what did you want to be when you were little?
And later in life what did you want to be? Let's start with Yuriko

Yuriko

Since I like children, I wanted to be a teacher. Even now I still do. Steven?

Steven

For me, when I was little, I wanted to be a scientist, but now I want to be an
interpreter.

Teacher

If you want to be an interpreter you have to be able to speak two languages.
You also have to know both cultures. What about you Hao?

YangHao

Since I was little I have always wanted to be a designer.
So I learned how to draw.

4科 通訳士ですか？よく似合いそうです
先生

皆さんは小さい時に何になりたかったですか？
そして、どんな仕事をしたかったですか？ユリコ さんから言ってみましょう。

ユリコ

私は子供が好きで先生になりたかったです。今もです。スティーブンさんは？

スティーブン

私は幼い時は化学者になりたかったですが、今は通訳士になりたいです。

先生

通訳士になりたければ、２つの国の言葉ができないといけません。
また２つの国の文化も詳しくないといけません。ハオさんは？

ヤン・ハオ

私は幼い時から、ずっとデザイナーになりたかったです。
そのため絵を習いました。

4课 传译员？好像很合适
老师

大家小的时候的梦想是什么？还有，以后想干什么事情？从百合子开始，请说一下。

百合子

我喜欢小孩子，所以想当老师。现在也一样。史蒂芬，你呢？

史蒂芬

我想时候想成为科学家，但是现在想当传译员。

老师

当传译员的话两个国家的语言都要会，而且还要了解两国的文化。浩，你呢？

杨浩

我从小就能成为设计师，所以学了画画儿。

5과 재미있는 한국 영화가 많은 것 같아요
마 리

왕신 씨,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예요?

왕 신

태권도를 배우러 갈 거예요. 저는 토요일에는 항상 태권도를 배우러 가요.
태권도는 아주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마리 씨는 주말에 보통 뭘 해요?
- 4 -

마 리

저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가요.
하지만 운동도 좀 하려고 해요.

왕 신

그럼 이번 토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태권도를 배우러 갈까요?

마 리

네, 좋아요.

Unit 5 There seems to be a lot of great Korean movies lately
Mari

Wangshin, what are you doing this Saturday?

Wangshin

I'm going to take Taekwondo lessons. I always go for Taekwondo lessons on Saturdays.
Taekwondo's really fun and it seems good for my body.
And you, Mari, What do you do usually do on the weekend?

Mari

I either use the internet at home or go out and meet my friends.
But now I'm planning to do some exercise.

Wangshin

Well then, if you've got nothing going on on Satuday,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to Taekwondo class?

Mari
５科

Sure, sounds great.
おもしろい韓国映画がたくさんあります

マリ

ワン・シンさん、今週の土曜日に何をされますか？

ワン・シン

テコンドーを習いに行きます。私は土曜日はいつもテコンドーを習いに行きます。
テコンドーはすごくおもしろいし、健康にも良いです。マリさんは週末は普段何を
しますか？

マリ

私は家でネットをしたり、友達に会いに行きます。
でも運動もするようにしてます。

ワン・シン

それでは、今週の土曜日に特に予定がなければ、
一緒にテコンドーを習いに行きますか？

マリ

ええ、いいですね。

5课 有意思的韩国电影好像很多
玛丽

王新，这个星期六干什么呢？

王新

我要去学跆拳道。我星期六经常去学跆拳道。跆拳道很有意思，而且又处于健康。
玛丽，你周末一般都干什么呢？

玛丽

我在家里上网或是和朋友见面。但是想去运动。

王新

那么如果这个星期六没有别的事情的话和一起去学跆拳道怎么样？

玛丽

好， 好极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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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 어떻게 생겼어요?
1. 1) 머리를 짧게 자른 학생은 누구입니까?
2) 선생님처럼 옆 친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3) 교실에 급하게 들어오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4)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5) 인형처럼 귀엽게 생긴 학생은 누구입니까?
6)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2. 1) 생각보다 도로가 안 막히지요?
2) 우리 집 건물 지하에 노래방이 있어요.
3) 어제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가 넘어서 잤어요.
4) 일곱 살 때부터 스키를 탔어요.
Unit 6 What did she look like?
1. 1) Who's a student with short hair?
2) Who's as kind as a teacher when explaining things to the student sitting next to them?
3) Who always comes in hurridly huffing and puffing?
4) Who always chats away noisily?
5) Who looks as cute as a doll?
6) Who loves eating hamburgers?
2.

1) The road's not as jammed as I thought.
2) There's a noraebang in the basement of our building.
3) I couldn't get to sleep last night so finally I got to sleep after 3.
4) I have skiied since I was seven.

6科 どんな姿ですか？
１．１）髪を短く切った学生はだれですか？
２）先生のように隣りの友達に、親切に説明している学生はだれですか？
３）教室に急いで入ってくる学生はだれですか？
４）うるさく騒いでいる学生はだれですか？
５）人形のようにかわいい学生はだれですか？
６）ハンバーガーを美味しく食べている学生はだれですか？
２．１）思っていたより道路が込んでいないでしょう？
２）私の家の建物の地下に、カラオケがあります。
３）昨日、眠れなくて、夜中の3時過ぎに寝ました。
４）7才の時からスキーを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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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课 长怎么样？

。
。
。
7과 양복을 입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누가 제 친구일까요? 찾아보세요.
제 친구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아주 큽니다. 눈이 나빠서 안
경을 쓰고 있습니다. 파란 남방과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오
른 팔에 시계를 차고 있고 왼손에 갈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항상 밝게 웃기 때문에 모두 이
친구를 좋아합니다.
Unit 7 Is the person wearing a suit your father?
Who do you think is my friend? Try and figure it out.
My friend is tall and very handsome. His face is round and his eyes are big.
He wears glasses because his vision is poor. He's wearing a blue shirt and jeans, and is waring a
necktie. He's wearing a wristwatch and is carrying a brown bag in his left hand. Since he always
looks bright everyone likes him.
7科

スーツを着ている方がお父さんですか？

＜スティーブン＞
誰が私の友達でしょうか？探して下さい。
私の友達は背が高くとても男前です。顔が丸くて目がとても大きいです。目が悪くて眼鏡をかけ
ています。青い開襟シャツとジーパンをはいています。それからネクタイをしています。右の腕
に時計をはめ、左手に茶色の鞄を持っています。いつも明るく笑っているため、皆この友達が好
き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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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课

穿着西装的那个人是你父亲吗？

。
。
。

。

。

。
。

。
8과 기분이 좋아 보여요
마

리

무슨 일 있어요? 우울해 보여요.

왕

신

다음 주말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데 저만 갈 수 없어서 슬퍼요.

마

리

정말 우울하겠어요. 선물은 준비했어요?

왕

신

아니요, 오늘 사려고 해요.

마

리

그래요? 그럼 같이 선물을 사고 저녁을 먹읍시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Unit 8 You look happy
Mari

What's the matter? You look depressed.

Wangshin Next weekend is my mom's birthday.
Everyone in my family is getting together but me, so I'm sad.
Mari

You must feel so bad. Did you prepare a gift?

Wangshin Not yet. I'm going to get one today.
Mari

Really? So why don't we go shopping and then get dinner?
You'll feel better after a good meal.

8科 気分が良さそうです
マリ

なにかあったのですか？憂鬱そうですね。

ワン・シン

来週末、私の母の誕生日です。
家族が皆集まるのに行けなくて悲しいです。

マリ

本当に悲しいですね。プレゼントは用意しましたか？

ワン・シン

いいえ、今日買います。

マリ

そうですか？それでは一緒にプレゼントを買って、夕食を食べましょう。

美味

しいものを食べたら気分が良くなりますよ。

８课

看起来心情很好

玛丽

有什么事情吗？看起来很忧郁。

王新

下个周末是我母亲的生日。家里的人都聚在一起，但是我却不能回去很伤心。

玛丽

真的很忧郁啊。礼物准备好了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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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新

没有，今天准备去买。

玛丽

是吗？那么一起去买礼物然后一起吃晚饭吧。吃好吃的话心情会好起来的。

9과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왕 신

마리 씨는 굉장히 명랑한 것 같아요.

마 리

옛날에는 조용했는데 한국에 온 후에 달라졌어요.

왕 신

어떻게 달라지게 됐어요?

마 리

한국말을 잘하고 싶어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국어도 잘하게 되었고 성격도 활발해졌
어요.

왕 신

그래요? 저도 마리 씨처럼 명랑해지고 싶어요.

Unit 9 How did the two of them happen to meet?
Wangshin

Mari, you look really cheerful.

Mari

A while ago I was very quiet, but I've changed since I got to Korea.

Wangshin

In what ways have you changed?

Mari

Because I wanted to speak Korean well I spoke a lot to Koreans.
At first it wasn't easy, but now I'm able to speak Korean better and I've gotten a
more active personality.

9科 二人はどうやって知り合ったのですか？
ワン・シン

マリさんはとても明るいですね。

マリ

昔は静かだったのですが、韓国に来てから変りました。

ワン・シン

どう変ったのですか？

マリ

韓国語が上手くなりたくて、韓国人とたくさん話しました。
はじめは難しかったですが、今は韓国語も上手になり性格も活発になりました。

ワン・シン

そうなんですか？私もマリさんのように明るくなりたいです。

9课 两个人是怎么认识的呢？
王新

玛丽好像特别的开朗。

玛丽

以前很安静的来韩国以后变了。

王新

怎么变了呢？

玛丽

想说好韩语，所以经常和韩国朋友聊天。刚开始并不容易，但是现在韩语也好了，性格也变
得活泼了。

王新

是吗？我也想像你一样变得开朗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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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 까만색으로 하는 게 어떠세요?
미용사

어서 오세요.

왕 신

머리를 좀 자르고 싶어서 왔어요.

미용사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시는 동안 잡지를 좀 보고 계시겠어요?

(조금 후에)
미용사

손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머리를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

왕 신

뒷머리를 짧게 잘라 주세요.

미용사

앞머리도 조금 다듬는 게 어떠세요?

왕 신

좋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Unit 10 How about dyeing it black?
Stylist

Welcome.

Wangshin I came to get my hair cut.
Stylist

Please wait just a moment.
Would you care to browse through a magazine while you wait?

(a little later)
Stylist

Sir, please sit over here. How do you want your hair cut?

Wangshin Please cut it short at the back.
Stylist

And what about a little trim to the front?

Wangshin Great. Please do it like that.
10科

黒色はいかがでしょうか？

美容師

いらっしゃいませ。

ワン・シン

髪を少し切りに来ました。

美容師

少々お待ち下さいませ。お待ちの間、雑誌でもご覧になりますか？

(少しして)
美容師

お客様、こちらにお座り下さい。髪をどのようにお切りしましょうか？

ワン・シン

後ろを短くしてください。

美容師

前髪も少しそろえるのはどうですか？

ワン・シン

ええ、お願いします。

10课 染成黑色的怎么样？
理发师

欢迎光临。

王新

想剪一下头发。

理发师

请稍等一下。等候的时间里看一下杂志怎么样？

（稍后）
理发师

客人，请来这边坐。头发怎么帮您剪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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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新

后面的头发给我剪短一点。

理发师

刘海也整一下怎么样？

王新

好的，就那么做吧。

11과 봄은 꽃이 많이 피며 따뜻합니다
마 리

유리코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유리코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스키도 탈 수 있
으니까요. 마리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마

리

저는 여름을 아주 좋아해요. 덥지만 바다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유리코

아, 그래요? 그럼 왕신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왕 신

저는 봄을 좋아해요. 봄에는 예쁜 꽃이 많이 피어서 경치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카메라를 꼭 준비해 가지고 가요.

Unit 11 In spring, many flowers bloom and it's warm.
Mari

Which season do you like, Yuriko?

Yuriko

I like the winter. Since there's lots of snow you can make a snowman and go skiing.
What season do you like, Mari?

Mari

I like the summer. Because even though it's hot you can do all kinds of activities
by the sea.

Yuriko

Oh really? And you, Wangshin? Which season do you like?

Wangshin

I like the spring. Since so many flowers bloom in spring, the scenery is gorgeous.
So whenever I go out I get my camera ready to take with.

11科

春は花がたくさん咲き、暖かいです

マリ

ユリコさんはどの季節が好きですか？

ユリコ

私は冬が好きです。雪がたくさん降って雪だるまを作れるし、スキーもできるから。
マリさんはどの季節が好きですか？

マリ

私は夏がとても好きです。暑いけど海で色々なスポーツができるからです。

ユリコ

あ、そうですか？ ではワン・シンさんはどの季節が好きですか？

ワン・シン

私は春が好きです。
春はきれいな花がたくさん咲き、景色がきれいだから、外出するときはカメラを
必ず準備して持って行きます。

11课 春天花开了也暖和了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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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야
☎
뚜 안

여보세요? 유리코야, 나 뚜안인데 시험 잘 봤어?

유리코

응, 잘 본 것 같아. 생각보다 쉬웠어. 너는 어땠어?

뚜 안

다른 건 괜찮았는데 듣기가 조금 빨라서 어려웠어. 너는?

유리코

나는 듣기보다 쓰기가 조금 더 어려웠어.
생각을 많이 하고 써야 하니까 시간이 부족했어.

뚜 안

그럼 오늘부터 그날 배운 문법과 단어를 사용해서 일기를 써 봐.
나도 1급 때부터 그렇게 해서 쓰기를 잘하게 됐어.

유리코

알았어. 그렇게 해 볼게.

Unit 12 I'm going to go to the library and study

☎
Twan

Hello? Yuriko, it's Twan. Did you do well on your test?

Yuriko

uh-huh, I think so. It was easier than I thought. What about you?

Twan

Everything was okay but the listening part was fast for me so it was hard. You?

Yuriko

For me the writing part was a bit harder than the listening.
Since I had to think a lot before writing I ran out of time.

Twan

So then from today use the grammar and words learned that day and write a journal.
I did that since level one and my writing has become better.

Yuriko
12科

Okay, I'll try that.

図書館に行って勉強するつもり

☎
トゥアン もしもしユリコ、私トゥアンだけど、試験どうだった？
ユリコ

うん、良いできだった。思ったより簡単だった。トゥアンはどうだった？

トゥアン 大体だいじょうぶだけど、聞取りがちょっと早くて難しかった。
ユリコは？
ユリコ

私は聞取りよりも書き取りがもっと難しかった。よく考えて書かないとけないから、
時間が足りなかった。

トゥアン だったら、今日から習った文法と単語を使って日記を書いてみたら。
私も1級の時からそうやって、書き取りが上手くなったから。
ユリコ

わかった、やってみ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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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课 要去图书馆学习

☎
杜安

喂？是百合子吗？我是杜安，考试考得好吗？

百合子 恩，好像考得还不错。比想象的简单。你呢？怎么样？
杜安

别的还行，但是听力有点快，所以有点难。 你呢？

百合子 我觉得写作比听力难一点。要想一下才能写，时间不够。
杜安

从今天开始用当天学的语法和单词来写日记吧。我从一级的时候就开始写所以写作比较
好。

百合子 知道了，我会那么做的。
13과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스티븐

마리 씨,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마 리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스티븐

그날 룸메이트랑 고향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마리 씨도 꼭 오세요.

마 리

알겠어요. 꼭 갈게요. 제가 과일을 좀 사 가지고 갈까요?

스티븐

아니에요. 그냥 와도 돼요. 그날은 제가 모두 준비할 거예요.

Unit 13 My husband promised to help
Steven

Mari, can you come over on Saturday?

Mari

What for? Is there something going on?

Steven

My roomates and I have planned to make our hometown dishes that day.
Some other friends are coming so you've got to come.

Mari

Got it. I'll be there. Should I bring some fruit?

Steven

No no. You can just come. I'm preparing everything that night.

13科

旦那が手伝ってくれます

スティーブン

マリさん、土曜日に私の家にこれますか？

マリ

何かありますか？

スティーブン

その日にルームメイトと故郷の料理を作ります。
他の友達も来るので、マリさんも必ず来てください。

マリ

わかりました。必ず行きます。私が果物を買って行きましょうか。

スティーブン

いいえ、手ぶらできてください。その日は私が全部準備します。

13课 老公决定帮我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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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과 설날에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올래?
건우 아버지

건우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해야 돼.

건

우

알겠습니다. 아버지.

건우 어머니

왕신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한국 생활 열심히 해.

왕

네, 알겠습니다.

신

건우 아버지

자, 여기 세뱃돈이야.

왕

고맙습니다. 중국에서도 세뱃돈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 받으니까 더 좋아요!

신

건우 어머니

이제 떡국을 먹자. 건우야, 식사 준비 좀 도와줄래?

Unit 14 If you've got nothing going on for Sol Nal do you want to come over?
Geonwoo's Dad

Geon Woo, lots of luck in the new year.
You've got to study hard and be healthy.

Geonwoo

For sure, Dad.

Geonwoo's Dad

Wangshin, you too best of luck this year and be enthusiastic in your life here in
Korea.

Wangshin

Okay, I will.

Geonwoo's Dad

Well, here's some new year's money.

Wangshin

Thank you. I've gotten new year's money in China but it's even better getting
some in Korea.

Geonwoo's Mom Let's have some Ddeokguk now. Geon Woo, would you help me with getting the
meal ready?
14科お正月に用事がなければ、家にくる？
コンウ父

コンウ、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
今年も一生懸命勉強して、健康ですごせよ。

コンウ

はい、お父さん。

コンウ母 ワン・シン も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韓国の生活がんばってね。
ワン・シン

はい。

コンウ父

さぁ、お年玉だ。

ワン・シン

有り難うござ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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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でもお年玉をもらうけど、韓国でもらってもっと嬉しいです。
コンウ母

さぁ、トッククを食べよう。コンウ！食事の準備を手伝ってくれる？

14课 春节没有别的事情的话来我们家怎么样？
。

。
。
。
。
。
15과 맛있게 끓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유리코

뚜안 씨, 이 찌개 좀 먹어 보세요.
처음 끓여 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뚜 안

유리코 씨가 직접 끓였어요? 음, 정말 맛있네요! 무슨 찌개예요?

유리코

참치 김치찌개예요.

뚜 안

어떻게 만들어요?

유리코

먼저 냄비에 김치와 양파를 넣고 잠깐 볶은 후에 물을 넣고 끓여요.
국물이 끓으면 마늘, 고추, 참치, 두부를 넣고 좀 더 끓이면 돼요.
간단해서 만들기가 쉬우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뚜 안

알겠어요. 나중에 만들어 볼게요.

Unit 15 Whether or not I can make it good is another thing all together.
Yuriko

Twan, taste a little of this jjigae (stew).
It's the first time I've made it so I'm not sure how it tastes.

Twan

You made this by yourself, Yuriko? It's really delicious! what kind of jjigae is it?

Yuriko

It's tuna kimchi jjigae.

Twan

How do you make it?

Yuriko

First, put some kimchi and onions in a pot. After frying them a little, add some water
and bring it to a boil. When the broth is boiling, add garlic, Korean peppers, tuna and
tofu and boil it a little more. Since it's simple it's easy to make so you should try
making some.

Twan

Alright, I'll try mak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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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科
ユリコ

おいしくできるかわからない
トゥアンさん、このチゲ味見してみて。
はじめて作ってみたけど美味しいかわからない。

トゥアン ユリコさんが作ったの？本当においしい！なんのチゲなんですか？
ユリコ

チャムチキムチチゲです。

トゥアン どうやって作ったの？
ユリコ

まず鍋にキムチと玉ねぎを入れて、少し炒めた後に水を入れて沸かします。
沸騰したらニンニク、唐辛子、シーチキン、豆腐を入れて少し煮ます。
簡単なので作りやすいし、1度作ってみたらどうですか。

トゥアン わかりました。今度、作ってみます。
15课

不知道做的好吃不好吃

百合子

杜安，来尝一下这个。第一次做，不知道味道怎么样。

杜安

你自己做的吗？真的很好吃。是什么呢？

百合子

金枪鱼辣白菜汤。

杜安

怎么做呢？

百合子

先把辣白菜和洋葱放到锅里稍微的炒一下，然后倒水开始煮。然后再把蒜，辣椒，金枪鱼
和豆腐放进去，之后再煮一下就行。很简单，做起来也容易，你也试一下吧。

杜安

好的，回来试着做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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