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Практикум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Ли Н.В. 



~ 2 ~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автоном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Ли Н.В.  
 
 

Практикум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учащихся средней школы 
 
 
 
 
 
 
 

Электронное издание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20 
 

 



~ 3 ~ 

УДК 811.531 
ББК 81.711 

   Л 24 
 

Автор 
         Ли Надежда Вадимовна – доцент кафедры образ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филиала ДВФУ в г. Уссу-
рийске (Школы педагогики) 

 
 

Л 24       Практикум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учащихся средней школы / Филиал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г. Уссурийске (Школа педагогики). [Авт. Ли Н.В.]. – Электрон. дан. – Влади-
восток: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20 г.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uss.dvfu.ru/..... – Загл. с экрана.  
 

 
Пособие предназанчено для занятий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реднем этапе в гимназиях, 

лицеях, средних школах и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6 тем: «Обучение», «Хобби»,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я и Корея», «Еда», «Путешествие». 

 
УДК 811.531 
ББК 81.7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Электронное издание 
 
 

Практикум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для учащихся средней школы 
 
 
 
 
 

Автор 
Ли  Надежда  Вадимовна 

 
 

В  авторской  редак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690091, г. Владивосток, ул. Суханова, 10 

editor_dvfu@mail.ru; (423) 2265443 
 
 
 

Заказ № 02, от 27.01.2020 г. 
 
 

2,0 Мб 
 
 

 © Ли Н.В., 2020 г. 
ISBN 978-5-7444-4719-9 © ФГАОУ ВО «ДВФУ», 2020 г. 

 

http://uss.dvfu.ru/
mailto:editor_dvfu@mail.ru


~ 4 ~ 

 

Содержание 
 

  
Тематический план ...................................................................................... 
 

5 

По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 
 

10 

ТЕМА: 우리는 여러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 
 

12 

ТЕМА: 동물원에 갑시다 ............................................................................ 
 

18 

ТЕМА: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 
 

27 

ТЕМ А: 우리 아파트 ................................................................................... 
 

38 

ТЕМА: 하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 
 

50 

ТЕМА: 한국에 대한 작문 ............................................................................ 
 

59 

ТЕМА: 우리 학교 ........................................................................................ 
 

66 

ТЕМА: 쇼핑 .................................................................................................. 
 

74 

ТЕМА: 사람마다 취미가 있어요 ................................................................ 
 

80 

ТЕМА: 사람들은 교통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했을까요? ........................ 
 

90 

ТЕМА: 러시아와 한국 ................................................................................. 
 

98 

ТЕМА: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음식이 다릅니다 ............................. 
 

108 

ТЕМА: 나는 이번 휴가 때 하와이를 여행했습니다 ................................. 
 

119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 
 

127 

Материал, предлагаемый для аудирования .............................................. 
 

128 

 
 
 
 



~ 5 ~ 

Тематический план 

Тем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устной речи 
Лекс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Фоне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Моно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Диа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аудирования 
Обучение 
학습: 우리는 
여러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1) представить 
школу, в которой 
учишься; 
2) рассказать о 
школе, в которой 
учиться друг и 
сравнить со своей; 

1) вести диалог- 
расспрос; 

1) понимать 
речь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и аде-
кватно реагиро-
вать;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Падежная система; 
Формы конечной 
сказуемости; 
Вежливо-
официальный стиль 
Соединительное дее-
причастие; 
Определительная 
форма спрягаемых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Неправильный гла-
гол на «ㄷ»; 

본문 “우리는 
여러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대화 «어느 
학교에서 
공부합니까?» 
 

В зоопарке 
동물원에 

갑시다 

1)Уметь описывать 
что-либо; 
 

1) вести диалог- 
расспрос; 

1) понимать 
речь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и аде-
кватно реагиро-
вать;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Счетный комплекс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еправильный гла-
гол на «ㄹ »; 
Послелог동안 

본문 «동물원에 

갑시다» 
 

Времена го-
да: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1) Уметь опи-
сывать 
что-либо; 

2) Уметь рас-
сказать о 
времени 
года; 

1) вести диалог- 
расспрос; 

1) понимать 
речь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и аде-
кватно реагиро-
вать; 
2) понимать ау-
тентичную речь 
с аудиопленки;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Простое будущее 
время; 
Отрицание; 

본문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대화 «요즘 
우수리스크의 
날씨가 
춥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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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должение  табл. 
 

Тем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устной речи 

Лекс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Фоне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Моно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Диа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аудирования 
Мой дом 
우리 아파트 

1)Уметь описывать 
что-либо; 
 

1) вести диалог- 
расспрос; 

1) понимать 
речь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и аде-
кватно реагиро-
вать;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Пространтсвенные 
послелоги; 
Дательный падеж 

본문 
«우리 아파트», 

«우리 집» 

대화 «내방» 

 
 
 

Мой день: 
하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Уметь описывать 
свой распорядок 
дня; 
2)Составлять рас-
порядок дня по 
картинкам; 

1)вести диалог 
расспрос; 

1) понимать 
речь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и аде-
кватно реагиро-
вать;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Временной  
комплекс; 
Послелоги «---부터--
-까지»; 
Придаточное време-
ни «инфинитив 기 
전에»; 
Придаточное време-
ни «инфинитив은/는 
후에»; 

본문 “제 하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화 «지금 
몇시입니까?» 
본문 «대학생의 
하루» 
 
 

Корея 
한국에 대한 
작문 
  
 

1)Составлять рас-
сказ о Корее; 

1) Вести дву-
стронний диалог 
«интервью» 

1) понимать 
речь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и аде-
кватно реагиро-
вать; 
2) понимать ау-
тентичную речь 
с аудиопленки;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Длительный вид; 
Послелог 에 대한 / 
에 대해서 - «о чем 
либо»;  
Придаточное причи-
ны, служебное имя 
때문; 
 

본문 «한국에 대한 
작문» 
대화 «설날» 
본문 «2월 23 일이 
러시아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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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должение  табл. 
 

Тем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устной речи 

Лекс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Фоне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Моно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Диа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аудирования 

Моя школа 
우리 학교 

1)Уметь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ей школе 

1)Вести диалог с 
целью узнать о 
чем-либо 

1) понимать 
речь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и аде-
кватно реагиро-
вать;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деепричастие цели 
(으) 러 가다 / 오다; 
противительное дее-
причастие 지만 

 
 

본문 «우리 학교» 
대화 «새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봐» 

Покупки 
쇼핑 

1) рассказать о вы-
ходном дне, о по-
купках, которые 
сделали (или соби-
раются сделать) 

1) уметь запра-
шивать инфор-
мацию и отве-
чать на вопросы; 

1) понимать 
речь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и аде-
кватно реагиро-
вать;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Сравнительная сте-
пень прилагатель-
ных; 
Превосходная сте-
пень прилагатель-
ных;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корень глагола + 고 
싶다 / 고 싶어하다» - 
категория желания 

본문 «지난 주말에 

쇼핑을 했습니다» 

대화 «시장에서» 

 
 

Хобби 
취미: 사람마다 
취미가 있어요 

1)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
ем хобби; 
2) рассказать об 
увлечениях членов 
семьи; 

1) вести диалог 
расспрос об ув-
лечениях; 
2) вести диалог-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о вкусах; 

1) понимать 
речь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и аде-
кватно реагиро-
вать; 
2) понимать ау-
тентичную речь 
с аудиопленки;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неофициальный 
стиль; 
категория желания; 
сложное будущее 
время; 

본문 “사람마다 
취미가 있어요” 
대화 “제임스씨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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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должение  табл. 
 

Тем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устной речи 

Лекс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Фоне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Моно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Диа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аудирования 

Виды транс-
порта 
교통 수단: 
사람들은 교통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했을까요? 
 

1) рассказать о том, 
какой транспорт 
предпочтительнее 
для тебя и почему; 
2) рассказать о пу-
тешествии по горо-
дам России; 

1) вести диалог 
расспрос этикет-
ного характера  

1) понимать 
речь учителя и 
учащихся и аде-
кватно реагиро-
вать; 
2) понимать ау-
тентичную речь 
с аудиопленки;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и диалог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условное дееприча-
стие, категория дол-
женствования, кате-
гория возможности/ 
невозможности 

본문 “교통 
수단” 
대화 “나는 보통 
버스 타고 
다니는데…….” 

Россия и Ко-
рея 
러시아와 
한국 

1) подготовить и 
защитить проекты 
по следующим те-
мам: «Москва- сто-
лица России»; 
«Наш родной го-
род- Уссурийск»; 
«Столица Примо-
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1) вести диалог- 
расспрос о мес-
те, которое бы 
пожелали уви-
деть; 
2) вести диалог 
расспрос о 
Санкт- Петер-
бурге, Корее,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3) вести диалог 
обмена мнения-
ми о культурах 
стран: России и 
Кореи; 
 
 

1) понимать мо-
нологическую и 
диалогическую 
речь с аудио-
пленки;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и диалог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деепричастие наме-
рения (으) 려고 하다,  
деепричастие одно-
временности (으) 
면서 

본문 «한국과 
러시아» 
대화 “나는 
블라디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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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должение  табл. 
 

Тема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устной речи 

Лекс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Фоне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Учебный 
материал Моно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Диа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аудирования 

Еда 
음식: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음식이 
다릅니다 
 

1) подготовить и 
защитить проекты 
по следующим те-
мам: «русская кух-
ня»;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китайская кухня»; 
 

1)  вести диалог 
обсуждение по 
поводу предла-
гаемому меню; 
2) вести диалог 
расспрос с це-
лью узнать мне-
ние 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3) вести диалог 
этикетного ха-
рактера по пово-
ду заказа меню; 

1) понимать мо-
нологическую 
речь по теме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ㅂ» 불규칙,  
категория необходи-
мости  을 필요가 
있다/ 없다,  послелог 
을/를 위한/ 위하여,  
 придаточное пред-
ложение, образован-
ное субстантивом 기 
위해서 

본문 “음식” 
대화 “뜨거운 
설렁탕을 
먹을까요?” 
 

Путешествие 
여행: 나는 
이번 휴가 때 
하와이를 
여행했습니다 

1) подготовить и 
защитить проекты 
по теме «Путеше-
ствие заграницу»; 

1) вести диалог- 
повествование о 
тех местах, в 
которых дове-
лось побывать 

1) понимать мо-
нологическую 
речь по теме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
ментарий к тексту 
и диалогу 

Фонетическое 
упражне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фоне-
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латализация, 
ассимиляция, гло-
толизация, аспи-
рация; 

деепричастие II, 
противительное дее-
причастие 지만 
 

본문 
“하와이에서» 
대화 «휴가는 잘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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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Актуальность данного пособия обусловлена рядом причин, одна из 

которых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 России практически отсутствуют учебные 

издан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школь-

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обретения уже изданных учебни-

ков, предлагаемые дл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ереждений, ограничены в 

связи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мно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где изучае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едлагаемое пособие предназанчено для занятий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 среднем этапе в гимназиях, лицеях, средних школах и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6 тем: «Обучение», «Хобби»,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я и Корея», 

«Еда», «Путешествие». Каждая тема содержит упражнения на повторени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предыдущей темы, необходимый минимум лек-

с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в виде лексического комментария к 

тексту и диалогу, аутентичные и адаптированные тексты и диалоги, лексиче-

ские,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упражнения, задан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умений как моноло-

гической, диалогической речи, так и аудитивных умений. К данному посо-

бию прилагается приложение, в котором представлен материал для аудиро-

вания с целью самопроверки себя учащимися.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предлагаемого пособия является обучение практиче-

скому влад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ритерием практического владения ино-

странным языком, в частности корейским, является умение достаточно уве-

рен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наиболее употребительными и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остыми 

языков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 основных видах рече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говорении, 

восприятии на слух (аудировании), чтении и письме.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основными учебными задачами данного пособия яв-

ляются: 

-  владеть навыками разговорно-бытовой речи (владеть нормативным 

произношением и ритмом речи и применять их для повседневного 

общ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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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нимать устную (монологическую и диалогическую) речь; 

-  активно владеть наиболее употребительной (базовой) грамматикой и 

основны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явлениями, характерными для совре-

менного корейсакого языка; 

-  знать лексику, как на продуктивном уровне, так и на рецептивном 

по данным темам; 

-  владеть основными навыками письма, необходимыми для подготов-

ки заметок, тезисов и ведения переписки; 

   Развивающие задачи: 1. Развитие языков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фонетический и 

интонационный слух, имитация, догадка, способность к выявлению языко-

вых закономерностей, установлению смысловых связей). 2. Развитие психи-

ческих функций, связанных с речев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мышление, память, 

внимание, восприятие, воображение). 3). Развитие у учащихся учебных уме-

ний, навыков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работы. Воспитательные задачи: 1. Приобще-

ние к кульутре России и страны изучаемого языка, Кореи; 2. Воспитание 

личностных качеств (трудолюбие, активность, умение работать и сотрудни-

чать с другими); 

Данное пособие построе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ммуникативно- инте-

рактивным методом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сущность которого от-

ражают следующие принципы: 1) принцип ситуативности, 2) принцип кол-

лек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3) принцип вовлечения в речемыслите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Данное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было апробировано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гимназии № 29, гд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еподается в качестве втор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посл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 3 (с этнокуль-

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г. Уссурийс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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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ма: Урок   
제목: «우리는 여러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I. 복습하기: 
 
발음연습: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1)육학년 학생, 2) 이십구 번 짐네지야, 3) 넓고, 4) 밝습니다, 5) 셋짜리 빌딩, 6) 
시작됩니다, 7) 책을 읽고, 8) 글씨를 씁니다, 9) 잘못을 지웁니다, 10) 
자곡자의 삶, 11) 그렇지만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넓다 – быть широким, просторным 
2)밝다 – быть светлым 
예: 우리 학교는 넓고 밝습니다. 
3) 세개의 건물 – 3-х этажное здание 
예: 우리 학교는 세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4) 과목 – школьный предмет 
예: 우리는 여러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5) 국어시간 – русский язык 
예: 지금 국어시간이 시작됩니다. 
6) 꺼내다 – выкладывать из … 
예: 학생들이 가방에서 책과 공책을 꺼냅니다. 
7) 글씨 – буква 
예: 여러분들이 국어시간에서 책을 읽고 연필로 글씨를 씁니다. 
8) 산수 시간 – математика 
예: 저는 산수 시간을 좋아합니다. 
 

III. 본문:  
우리는 여러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저는 육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이십구 번 짐네지야에서 공부합니다. 우리 
학교는 넓고 밝습니다. 우리 학교는 세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지금 국어시간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가방에서 책과 공책을 꺼냅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국어시간에 책을 읽고 연필로 글씨를 씁니다. 
산수 시간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냅니다. 학생들은 그 

문제를 풉니다. 잘못 푼 답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한번 풉니다. 저는 산수 
시간을 좋아합니다. 
음악시간에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기쁩니다. 학생들은 

음악시간에는 유명한 작곡가의 삶을 배웁니다. 



~ 13 ~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를 배웁니다. 외국어 시간에는 본문을 읽고 
새단어를 배웁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말을 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말을 좋아합니다. 

 
IV. 본문 연습: 
 
본문 연습 1: 다음 단어를 통역하세요. 

1) шестиклассник, 2) 3 этажное здание, 3) начинаться, 4) писать карандашом, 
5) математика, 6) записывать задачу, 7) неправильный ответ, 8) еще раз,       
9) петь песни, 10) знаменитый композитор, 11) учить новые слова, 12) вместе 
с учителем  

 
본문 연습 2: 단어를 연결하세요. 

1) ошибка                                                                            1) 넓다                     
2) буква                                                                               2) 밝다 
3) школьный предмет                                                        3) 셋짜리 빌딩        
4) широкий                                                                         4) 과목 
5) светлый                                                                          5) 국어시간 
6)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6) 꺼내다 
7) 3 этажное здание                                                           7) 글씨 
8) выкладывать                                                                   8) 산수 시간 
9)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9) 문제 
10) математика                                                                   10) 풀다 
11) знаменитый                                                                  11) 잘못 
12) композитор                                                                   12) 음악 시간 
13) решать                                                                           13) 자곡자 
14) урок музыки                                                                 14) 유명하다 
15) задача                                                                            15) 영어 
16) русский язык                                                                16) 외국어 

 
본문 연습 3: 다음 단어를 연결하세요. 

1) 29 번 짐네지야에서                                1) 있습니다 
2) 여러가지 과목이                                     2) 꺼냅니다 
3) 국어 시간이                                             3) 지웁니다 
4) 가방에서                                                 4) 공부합니다 
5) 칠판에                                                     5) 말을 합니다 
6) 지우개로                                                 6) 씁니다 
7) 한국어로                                                 7) 시작됩니다 
 

본문 연습 4: 다음 문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세요. 
1) 저는 칠학년학생입니다. 



~ 14 ~ 

2) 저는 25 번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3) 우리 학교는 세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4) 선생님은 칠판에 문제를 냅니다. 
5) 음악 시간에는 피아노를 칩니다. 
6) 우리는 영어를 배웁니다. 
 

본문 연습 5: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주인공이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2) 학교는 어떻습니까? 
3) 주인공은 무슨 과목이 있습니까? 
4) 국어시간에서 무엇을 합니까? 
5) 산수시간에서 무엇을 합니까? 
6) 음악시간에서 무엇을 합니까? 
7) 외국어시간에서 무엇을 합니까? 
 
V.  대화: 대화를 읽고 통역하세요. 
미선: 어느 학교에서 공부합니까? 
죤슨: 저는 중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미선: 한국말 공부하기가 어떻습니까? 
죤슨: 한국말 공부하기가 재미있습니다. 
미선: 어느 분이 가르치십니까? 
죤슨: 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읽기 책입니다. 
미선: 음, 읽기 책이 어렵습니다. 
죤슨: 정말입니까? 같이 열심히 연습을 합시다. 
미선: 그럽시다.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대화 연습 1: 다음 단어를 잘 읽어 보세요. 

1) 한국말, 2) 어떻습니까, 3) 읽기책, 4) 어렵습니다, 5) 같이, 6) 그럽시다 
 

대화 연습 2: 빈칸에 맞는 단어를 넣어 보세요. 
미선: 한국말 ______________   어떻습니까? 
죤슨: 한국말 공부하기가 _______________. 
미선: _______ 분이 가르치십니까? 
죤슨: 김선생님이 가르치십니다. 모든 __________ 열심히 배웁니다. 
미선: 이 ______ 무엇입니까? 
죤슨: 그것은 읽기책입니다. 읽기 _______ 어렵습니다. 
미선: 지금 _________ 있습니다. 같이 연습합시다. 
죤슨: 그럽시다. 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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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재미있습니다, 공부하기가, 시간이, 것이, 어느, 학생들이, 
시작하십시오) 
 
대화 연습 3: 질문에 대답하고 대화를 만드세요.  
가: 지금 무슨 수업입니까?  
(역사학, 지리학, 체육학)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이 수업에서 무엇을 합니까? 
(역사를 배우다, 지도를 보다,  
농구를 치다)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무슨 수업을 좋아합니까?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왜 이 수업을 좋아합니까?          나: 그렇기 때문에 ______________ 
 
VI. 문법   
문법자료:  

• соединительное деепричастие –고 -,  
• определительная форма спрягаемых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 неправильный глагол на «ㄷ»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Признаком соединительного деепричастия служит окончание –고, присое-
диняемое к корню глагола или спрягаемого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Выражает связь 
двух и более однородных предикативов и эквивалентна русскому союзу «И». 
Например: 
예: 1) 우리 학교는 넓고 큽니다. – Наша школа просторная и большая. 
      2) 우리는 책을 읽고 통역합니다. – Мы читаем и переводим. 
 
2. Признаком определительной формы спряганмых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служат 
два параллельных окончания -ㄴ/은. Если корень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заканчи-
ваетсвя на гласный, то присоединяем окончание –ㄴ, если корень прилага-
тельного заканчивается на согласный, то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окончание –은. На-
пример, 착하다 – 착한 학생, 넓다 – 넓은 학교 
 
3. Перед гласными конечный ㄷ основы предикатива меняется на ㄹ в сле-
дующих глаголах:  
ЗАПОМНИТЕ! 듣다 – слушать, слышать 
                             묻다 – спрашивать 
                              걷다 – идти пешком 
                              싣다 – грузить, помещать 
                               깨닫다 – осознавать, понимать 

Исключение соствляют слова: 받다 – получать, 얻다 – получать, 닫다 – 
закрывать, 믿다 – вери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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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습 1: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세요. 
1) 우리 학교는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밝습니다. 
2)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글씨를 씁니다. 
3) 우리는 산수시간에 수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4) 우리는 음악시간에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5) 외국어시간에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새 단어를 배웁니다. 
 

문법 연습 2: 다음 것을 번역하세요. 
1) читать книгу и учить слова, 2) записывать слова и составлять предложения, 
3) слушать учителя и запоминать слова, 4) вспоминать слова и составлять 
диалог, 5) читать текст (보다) и готовить пересказ 

 
문법 연습 3: 보기를 보고 연습을 하세요. 
보기: 이 잭이 재미있습니다. – 이 것은 재미있는 잭입니다. 

1) 이 건물이 넓습니다. – 여기는 
2) 이 교실이 밝습니다. – 여기는 
3)  이 가방은 큽니다. – 이것은 
4) 이 수첩이 작습니다. – 이것은 
5) 이 연필이 좋습니다. – 이것은 
6) 이 책이 재미있습니다. – 이 것은 

 
문법 연습 4: 맞는 단어를 잦아 보세요. 
1) 공부한 선생님, 2) 착한 학생, 3) 빠른 말, 4) 나쁜 날씨, 5) 재미있는 글자 
 (скороговорка, интересная буква, образованный учитель, плохая погода, 
прилежный ученик) 
 
문법 연습 5: заполните таблицу 
Глаголы  
типа «ㄷ» 

Повествова-
тельная 

Вопроситель-
ная 

Пригласитель-
ная 

Повелитель-
ная 

듣다     
묻다     
걷다     
받다     
닫다     
믿다     

 
문법 연습 6: 다음 문장을 번역하세요. 
1) 착한 학생이 수업에 나갑니다. 2) 오늘 수업이 없습니다. 3) 유라가 영어의 
수업을 받습니다. 4) 열심히 연습합시다. 5) 저는 와국어를 공부합니다.       
6) 우리는 공부를 잘 합니다. 7)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8) 김선생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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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 분이십니다. 9) 선생님은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10) 종이 울립니다. 
11) 수업을 시작합시다. 

 
VII. 말하기: 
 
말하기 연습 1: Узнайте у одноруппников 

1) какой урок ему (ей) нравится больше всего 
2) почему  
3) кто преподает 
4) чем занимаются на уроке 
5) если бы вы были директором, какой бы урок ввел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교장선생님이라면 ___________을/를 첨가할것입니다) 

 
말하기 연습 2: Расскажите о своем любимом предмете. 
 
VIII. 듣기: 
 
듣기연습 1: 선생님의말씀을 잘 듣고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1) 가: 오늘 한국어수업이 있습니다. 
나: 오늘 역사수업이 있습니다. 
다: 오늘 문학수업이 있습니다. 

2) 가: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갑니다. 
나: 학생이 교실에 들어갑니다. 
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갑니다. 

3) 가: 선생님이 칠판에 만년필로 단어를 씁니다. 
나: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단어를 씁니다. 
다: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문장을 씁니다. 
 

듣기연습 2: 선생님의말씀을 잘 듣고 빠진 단어를 쓰십시오. 
한국어수업 

오늘 한국어_________ 있습니다. 종이 울립니다. 선생님이 
____________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일어서고  선생님께 인사합니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_________ 하고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교과서를 읽고 ____________ 연습을 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단어를 
씁니다. 우리반 학생들은  _________ 잘 합니다. 우리는 수업에 안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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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ма: Зоопарк 

제목: «동물원에 갑시다» 

 

I. 복습하기: 
 

발음연습 1: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1) 호랑이, 2) 코끼리, 3) 공착새, 4) 원숭이, 5) 돌고래, 6) 고양이, 7) 

앵무새, 8) 동물원, 9) 손뼉, 10) 꼬리 
 

 발음연습 2: 다음 단어를 빨리 읽으세요. 

1)사자 – 사자 인형 – 노란 사자 인형 – 크고 노란 사자 인형 -  크고 좋고 

노란 사자 인형 - 크고 좋고 노란 사자 인형과 가만 사자 인형; 
 

2)늑대 – 큰 늑대 – 크고 무서운 늑대 – 크고 무섭고 굶주린 늑대 -크고 

무섭고 굶주린 늑대가 토끼를 먹어 -크고 무섭고 굶주린 늑대와 여우가  

토끼를 먹어;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사자- лев,  

2) 호랑이- тигр,  

예: 동물원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사자와 호랑이가 다가옵니다. 

3) 코끼리- слон                     예: 코가 긴 코끼리를 봅니다. 

4) 공작새- павлин,  

5) 꼬리- хвост,                      예: 공작새는 꼬리가 아름답습니다. 

6) 원숭이- обезьяна,              예:  원숭이가 재주를 부립니다. 

    7) 재주를 부리다-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искусство,  

8)돌고래- дельфин        예: 저는 동물중에 돌고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9)고양이- кот                       예: 저는 고양이에 마음을 씁니다. 

10) 개- собака                          예: 저는  개에  고기를  먹입니다. 

11) 앵무새- попугай         예: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합니다. 

12) 쥐- мышь                          예: 고양이는 쥐를 싫어합니다. 

13) 뱀- змея,  

14) 곰- медведь                  예: 뱀과 곰이 숲속에서 삽니다. 

    15)  기린- жираф                      예: 기린도 토끼는 무엇이 깁니까? 

16)하마- бегемот                     예: 하마는 하품을 합니다. 

17) 악어- крокодил,  

18) 늑대- волк,  

19) 여우- лиса,          예: 또 우리는 악어와 늑대와 여우를 구경합니다. 

20) 소-корова.                         예: 우리집 소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21) 무섭다- быть страшным 

    22) 손뼉을 치다- апплодирова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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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문:  

동물원에 갑시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에 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습니다. 동물원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사자와 호랑이가 다가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무섭습니다. 코가 긴 

코끼리를 봅니다. 공작새는 꼬리가 아름답습니다. 원숭이가 재주를 

부립니다. 그리고 십 분동안 바나나를 먹습니다. 나는 재미있어 손뼉을 

칩니다. 저는 동물 중에 돌고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돌고래가 재주를 

부립니다. 또 우리는 악어와 늑대와 여우를 구경합니다. 악어는 가만히 

잠을 잡니다. 늑대와  여우가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동물원에서 

산책하는 동안 많은 동물을 보았습니다. 

 

IV. 본문 연습: 

 

본문 연습 1: 다음단어를 통역하세요. 

1) подходить, 2) быть страшным, 3) длинный хобот, 4) быть 

красивым, 5) радостно аплодировать. 

 

본문 연습 2:  연결하세요. 

1) 사자와 호랑이                                  1) 재주를 부리다 

2) 코끼리                                            2) 아름답다 

3) 공작새                                            3) 무섭다 

4) 원숭이                                            4) 코가 길다 

 

본문 연습 3: 맞는 조사를 써보세요. 그리고 통역하세요. 

1) 사자….. 호랑이는 무섭습니다. 

2) 코가 긴 코끼리….. 봅니다. 

3) 공작새는 꼬리….. 아름답습니다. 

4) 돌고래도 재주….. 부립니다. 

5) 나는 재미있어 손뼉….. 칩니다. 

 

본문 연습 4: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이본문의 이름은 무엇입나까? 

2) 동물원에 언제 갑니까? 

3) 동물원에서 무엇을 봅니까? 

4) 사자와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5) 공착새는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6) 원숭이는 돌고래와 무엇을 합니까? 

7) 어느 동물을 아주 좋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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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습 5: 자기말로 «동물원»이라는 본문을 얘기하세요. 

 

본문 연습 6: 동물원을 그려 보세요. 그리고 묘사하세요. 

 

 
 

V. 대화: 대화를 읽고 통역하세요. 
 

새단어: 1) 겁이 나다- бояться, 2) 다치다- трогать, прикасаться,  

3) 깨물다- кусать. 

 

수미: - 여보세요, 실례지만, 미라를 좀 바꿔 주세요. 

미라: - 응, 내가 미라야. 

수미: - 미라야, 나는 수미야. 동물원에 가자? 

미라: - 응, 가자. 10분후에 만나자. 

(동물원에) 

수미: - 수미야, 호랑이를 보러 가자. 나는 오래동안 보고싶었어. 

미라: - 그래? 보자. 호랑이가 무서워? 나는 겁이 나. 

수미: - 아니, 호랑이가 아주 좋아.  

 

대화 연습 1: 질문을 보고 이 대화의 요약을 하세요. 

1) 수미는 누구에게 전화 합니까? 

2) 수미는 미라와 같이 어디로 갑니까? 

3) 수미는 무슨 동물을 보고 싶어합니까? 

4) 여러분, 호랑이를 좋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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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연습 2: 대화를 만드세요. 

가: -어디에 갑니까?                             나:____________ 

가: -동물원은 어디입니까?                    나:____________ 

가: -동물원은 어떻습니까?                    나:____________ 

가: -어느 동물이 있습니까?                   나:____________ 

가: -이 동물은 무섭습니까?                   나:____________ 

 

VI.문법 연습  

문법자료:  
• счетный комплекс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неправильный глагол на «ㄹ»,  
• послелог 동안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Счетными словами называются особая группа имен, употребляемых 
при конкретном счете предметов того или иного рода. При исчислении 
животных используется – 마리 , при исчислении людей используется – 
명, при счете предметов самого различного вида употребляется универ-
сальное счетное слово – 개 «штука». Сочетание счетного слова с чис-
лительным и именем предмета называется счетным комплексом. Суще-
ствует 2 способа образования сч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1) имя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 числительное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 
счетное слово, например: три ученика -학생 세 명; 

2) числительное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 счетное слово в родитель-
ном падеже + имя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например: два слона – 두마리의 
코끼리. 
В вопрос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содержащих вопрос о числе пред-

метов, вместо числительного в счетном комплексе занимает вопросительное 
местоимение 몇 «сколько». Например, 우리 반은 몇 명입니까? – Сколько че-
ловек в нашей группе? 
 

2. Перед ㄴ,ㄹ,ㅂ,ㅅ,ㅇ конечное ㄹ основы предикатива исчезает.  

 

ЗАПОМНИТЕ! 알다 – Знать                         열다 - Открывать 

                     울다 – Плакать                     살다 - Жить 

                     벌다 - Зарабатывать (о деньгах) 

                     멀다 – Далекий                   놀다 - Играть 

                     길다 – Длинный                  끌다 - Тянуть 

                     날다 - летать                      만들다 - Делать 

                     들다 - Нести                       팔다 - Продава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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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В том случае, когда действие, выраженное сказуемым придаточ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времени, происходит или происходило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тем 
действием, которое выражено сказуемым глав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то к кор-
ню глагола придаточ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окончание –는 и 
послелог 동안, например, 우리는 도물원에서 산책하는 동안 많은 동물을 
보았습니다. – Пока мы гуляли в зоопарке, я увидел многих животных. 

Послелог 동안 может также присоединяться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на-
пример, 십분동안. 
 

문법 연습 1: 질문에 대답하세요. 

- 동물 몇 마리를 봅니까? 

- 저는 (우리는) ___________________ 봅니다. 

1) 1 слон, 2) 2 тигра, 3) 3 зайца, 4) 4 медведя, 5) 5 обезьян, 6) 

6 лисиц, 7) 7 волков, 8) 8 кошек, 9) 9 собак, 10) 10 попугаев 

 

문법 연습 2: Заполните таблицу. 
 

동사 습니다/ 

ㅂ니다 

습니까?/ 

ㅂ니까? 

읍시다/ㅂ시다 으십시오/ 

십시오 

  멉니까? - - 

    만드십시오 

알다     

 놉니다    

   팝시다  

들다     

  엽니까?   

 웁니다    

    쓰십시오 

 끕니다    

   몹시다  

   삽시다  

 

문법 연습 3: 다음 문장을 번역하세요. 
1) Я живу в Уссурийске. 
2) Зоопарк находится далеко. 
3) Мама утром готовит (делает) хлеб. 
4) Я хорошо знаю этого человека. 
5) Дети играют на дороге. 
6) В этом магазине продают книги и тетради. 
7) Учитель держит в руке учебник. 
8) Звенит звонок и учитель открывает двер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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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Этот ребенок постоянно плачет, поэтому у меня болит голова. 
10) Я подметаю веником (비자루) на кухне. 
11) Автобус тянет машину 
 

문법연습 4: Сделайте анализ следующих предложений и переве-

дите: 

1) 원숭이는 맛있는 바나나를 먹습니다. 

2) 큰 늑대는 작은 토끼를 먹습니다. 

3) 어머니는 재미있는 영화를 봅니다. 

4) 여기는 넓은 교실입니다. 

5) 웃기는 돌고래는 재주를 부립니다. 

 

문법 연습 5: 보기에 따라 하세요. 

<보기>: 십분 – 십분동안 
1) 한 시간, 2) 아침, 3) 수업, 4) 회의, 5) 이틀, 6) 일요일, 7) 쉬는 시간   

 

문법 연습 6: 보기에 따라 문장을 연결하세요. 

보기: 자는 동안 꿈을 꿉니다. 

1) 자다. 꿈을 꾸다. 

2) 동물원에서 산책하다. 여러동물을 보았다. 

3) 제가 단어를 쓰다. 미샤는 문장을 번역하다. 

4) 선생님이 새제목을 설명하다. 우리는 잘 듣다. 

5) 원순이가 재주를 부리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다. 

 

문법 연습 7: 대답해 보세요. 

1)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나오는 동안 무엇을 하세요? 

ㄱ) 그냥 광고를 봅니다. 

ㄴ) 다른 방송을 봅니다. 

ㄷ) 다른 일을 합니다. 

2)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세요? 

ㄱ) 그냥 사람을 봅니다. 

ㄴ) 휴대폰으로 놉니다. 

ㄷ) 음악을 듣습니다. 

3) 버스를 타는 동안 무엇을 하세요? 

ㄱ) 그냥 창문을 봅니다. 

ㄴ) 음악을 듣습니다. 

ㄷ) 책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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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말하기: 
 

말하기 연습 1: 동창생에게 밑에 있는 동물이 무엇인지 알게되고 선생님께 

말하십시오. (Узнайте у своих одногруппников, что это за живот-

ные, и расскажите о них учителю). 

<보기>:  

• 가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가 는 동물이 곰입니다. 

• 곰은 어떻습니까?                     곰은 크고 똥똥합니다. 

• 곰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곰은 굴을 좋아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차                                                  타

                                      하       

         파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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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연습 2: 질문을 보고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보기>:  

• 어떤 동물을 좋아합니까?  

• 저는 돌고래를 좋아합니다. 돌고래는 아름답습니다. 

• 어떤 동물을 싫어합니까?  

• 저는 호랑이를 싫어합니다. 호랑이는 무섭습니다. 

 

1) 아름답다- быть красивым, 2) 무섭다- быть страшным,         

3) 웃기다- быть смешным, 4) 재주를 부리다- демонстриро-

вать искусство, 5) 재미있다-быть интересным, 6) 맛있다- 

быть вкусным 

 

말하기 연습 3: 보기에 따라 하세요. 

<보게>:  

• 어떤 동물에 마음을 씁니까? 

• 저는 고양이에 마음을 씁니다. 저는 고양이에 우유 (고기, 생선, 풀, 

바나나, 사과) 을/를 먹입니다. 

 

말하기 연습 4: 다음 문장을 통역하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대답 

1)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2) 우리집 소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3) 기린은 목이 길고 토끼는 귀가  깁니다. 

4)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합니다. 

5) 연해주에 호랑이가 삽니다. 

질문 

1) 우리집 소가 누구를 낳습니까? 

2) 기린도 토끼는 무엇이 깁니까? 

3) 동물의 왕은 누구입니까? 

4) 연해주에 누가 삽니까? 

5) 누가 사람의 말을 따라합니까? 

 

말하기 연습 5: 알맞은 동물 이름을 써 놓으세요. 

1) 코가 긴 동물-  

2) 귀가 긴 동물- 

3) 재주를 잘 부리는 동물- 

4) 옛날에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던 동물- 

5) 달걀을 낳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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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연습 6: 동창생에게 동물에대해서 물어 보세요. 

1) 집에 동물이 있습니까? 

2) 어느 동물이 있습니까? 

3)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 이 동물은 몇 살입니까? 

5) 이 동물은 무슨 색입니까? 

6) 이 동물은큽니까? 작습니까? 

7) 이 동물은 사람의 말을 이해합니까? 

8) 이 동물은 어떵 재주를 부립니까? 

9) 이 동물은 어떤 음식을 좋아합나까? 

10) 언제 이 동물은 밖에 나갑니까? 

11) 누가 이 동물에 마음을 씁니까? 

12) 동물의 놀기를 좋아합니까? 

 

말하기 연습 7: 문장을 차례로 하고 대화를 하세요. 

• 동물이 집에 있습니까? 

• 앵무새의 이름은 빼땽입니다. 

• 무슨 동물이 있습니까? 

• 모든 식구가 빼땨에 마음을 씁니다. 어머님은 먹이고 저는 빼땨와 

밖에 나가고 아버지는 빼땨에게 말하기를 가르칩니다. 

• 이름은 무엇입니까? 

• 누가 앵무새에 마음을 씁니까? 

• 야, 앵무새가 똑똑하구나! 어떻게 생깁니까? 

• 예, 있습니다. 

• 앵무새는 여러 가지 색입니다. 아주 크고 귀엽습니다. 

• 저도 앵무새나 강아지에 마음을 쓰고 싶습니다. 

• 이동물은 앵무새입니다. 

 

말하기 연습 8: 준비된 그림을 묘사하세요. 

 

말하기 연습 9: 동물을 자기 말로 하는 대로 다른 학생이 이 동물이 무엇인지 

짐작해야 해요.  

 
VIII. 듣기: 

 

듣기 연습 1: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1) 동물, 2) 강아지, 3) 고양이새끼, 4) 생일, 5) 앵무새, 6) 노랗고, 7) 푸른 

색, 8) 따라하기, 9) 즐겁게, 10) 앉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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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연습 2: 잘 듣고 맞는 조사를 써 보세요.. 

1) 강아지_____   고양이새끼가 있습니다.  (에, 와) 

2) 생일_____   앵무새를 선물했습니다. (에, 와) 

3) 저는 사람_____ 말을 따라하기 가르칩니다. (에, 의) 

4) 저는 앵무새와 시간_____    즐겁게 보냅니다. (에, 을) 

5) 저는 앵무새______     아주 좋아합니다. (를, 을) 

 

듣기 연습 3: 문장은 맞으면 «+» 하고 틀리면 «-» 하세요. 

1) 저는 동물 한 마리 즉 고양이새끼가 있습니다. 

2) 앵무새는 작고 좋습니다. 

3) 제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합니다. 

4) 저는 앵무새와 시간을 즐겁게 보냅니다.  

5) 앵무새는 머리위에 앉아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듣기 연습 4: 문장을 차례로 하십시오. 

1) 저는 앵무새와 시간을 즐겁게 보냅니다. 

2) 그러나 부모님은 저에게 생일에 앵무새를 선물했습니다. 

3) 그래서 제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합니다. 

4) 저는 앵무새를 아주 좋아합니다. 

5) 저는 동물 두 마리 즉 강아지와 고양이새끼가 있습니다. 

 

듣기 연습 5: 맞는 답을 고르세요. 

1) 주인공은 동물 몇 마리가 있습니까?   

가) 한              나) 두               다) 세 

2) 부모님은 주인공에게 생일에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가) 앵무새      나) 강아지             다) 고양이새끼 

3) 주인공은 앵무새와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가) 즐겁게       나) 심심하게        다) 보내지 읺습니다  

4) 앵무새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가) 날기를       나) 바나나를 먹기         다) 머리위에 앉아 있는 것을 

 

 
Тема: Погода  

제목: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I. 복습하기: 
 

발음 연습 1: 다음 단어를 읽어보세요. 
1) 따뜻하다, 2) 여러 가지, 3) 밖에서, 4) 나뭇잎이, 5) 낮잠, 6) 낙엽, 7) 걷는다, 
8) 벌레가, 9) 하얀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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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연습  2: 다음 본문을 외우세요.  
 
봄은 따뜻하다. 여러 가지 꽃이 핀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논다. 
고양이가 마루에서 존다. 
 
여름은 덥다. 나뭇잎이 푸르다.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로 간다. 
개가 그늘에서 낮잠을 잔다. 
 
가을에는 나뭇잎이 떨어진다. 
젊은 사람들은 낙엽위를 걷는다. 
벌레가 밤에 운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린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든다. 
할머니는 잠을 못 주무신다. 

 
복습 연습 3: 밑에 있는 단어를 사전에 잦아 보세요. 빈 칸에 넣어 주세요. 

1) _______이 피다, 2) ___________이 뛰어놀다, 3) ________가 졸다, 4) 
______이 푸르다, 5) _______로 가다, 6) 그늘에서 ________을 자다,    7) 
_________이 떨어지다, 8) _________위를 걷다, 9) _________이 내리다, 
10) ________을 만들다 

(1. 나뭇잎, 2. 눈사람, 3. 하얀눈, 4. 꽃, 5. 바다, 6. 아이들, 7. 고양이, 8. 
낮잠, 9. 낙엽) 

 
복습 연습 4: 비슷한 구름을 잦아보세요. 어떤 구름이 없는 지 짐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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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연습 5: 두 문장을 연결하세요. 
Соединиетльное деепричастие: О.Г.1 предложения + 고 второе предло-
жение 

«_______________ и __________________» 
<보기>: 날씨가 춥습니다. 눈이 옵니다. 
             날씨가 춥고 눈이 옵니다. 
1) 날씨가 덥다. 땀이 나다. 

 2) 얘들은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다. 눈싸움도 하다.  
 3)식당에서 먹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4)윌슨은 가게에 가다. 나는 커피를 마시다. 
5)날씨가 따뜻하다. 꽃이 피다. 
 
복습 연습 6: 보기에 따라 하세요. 
Определительная форма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О.Г. согласный + 은 
                                                                               О.Г. гласный +ㄴ 
                                                                               О.Г. 있/없 + 는 
<보기>: 날씨가 좋습니다. – 좋은 날씨입니다. 

1) 단풍이 화려하다 – 
2) 사람이 많다. – 
3) 아가씨들이 예쁘다 – 
4) 날씨가 따뜻하다 – 
5) 하늘이 맑다. – 

 
복습 연습 7: 문장을 지으세요.. 

1) 음악 (을/를) 듣(읍시다). 

2) 집(에/에서) 걷(읍시다). 

3) 선생님(에/에게) 묻(읍시다). 

4) 창문(을/를) 닫(읍시다). 

5) 은행에서 돈(을/를) 받(읍시다). 
 
복습 연습 8: 다음 문장을  번역하세요. 

1) Давай послушаем музыку.                                 1) Я слушаю музыку. 
2) Давай пойдем пешком домой.                           2) Я иду пешком домой. 
3) Давай спросим у учителя.                                  3) Я спрашиваю у учителя. 
4) Давай закроем окно.                       4) Холодно, поэтому я закрываю окно. 
5) Давай получим деньги в банке.                    5) Я получаю деньги в банке.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사계절 – времена года 
예: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2. 단풍 – осенние листья 



~ 30 ~ 

3. 화려하다 – пышный, нарядный 
예: 산에는 단풍이 화려합니다. 
4. 낙엽이 떨어지다 – падают листья 
예: 늦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집니다. 
5. 곡식이 (과일이) 나다 – поспевают зерновые культуры и фрукты 
예: 가울에는 여러가지 곡식과 과일이 많이 납니다. 
6. 눈사람을 만들다 – лепить снеговика 
7. 눈싸움을 하다 – играть в снежки 
예: 얘들은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합니다.  
8.썰매를 (스키를) 타다 – кататься на санках и на лыжах 
예: 겨울에는 썰매나 스키도 탑니다. 
9.피다 – распускаться 
예: 봄에는 꽃이 많이 핍니다. 
10.진달래 - азалия 
11.개나리 – дикая лилия 
12.민들레 – одуванчик 
13.새 싹이 돋다 – распускаются почки 
예: 나무에는 새 싹이 돋습니다. 
14.변덕스럽다 – быть переменчивым 
예: 봄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15.장마철 – сезон дождей 
예: 장마철은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단어 연습 1: 단어를 연결하며 읽으며  번역하세요.. 

1. 기후가 혹독하다                                           1. лед 
2. 얼음                                                                2. пасмурный  
3. 바람이 잠잠하다                                           3. листопад 
4. 안개                                                                4. влажный, сырой 
5. 구질구질하다                                                5. попасть под дождь  
6. 무지개                                                            6. ливень  
7. 천등                                                                 7. ландыш 
8. 낙엽                                                                 8. суровый климат 
9. 음산하다                                                         9. туман    
10. 은방울꽃                                                         10. радуга 
11. 소나기                                                             11. прохладный 
12. 국화                                                                 12. стихать о ветре 
13. 서늘하다                                                         13. гром 
14.  비를 맞다                                                       14. хризантем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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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연습 2:순서대로 문장을 놓아 주세요. 
1) 가을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2) 들판에는 곡식이 익고 나무에서는 과일이 풍성합니다. 
3) 지금 러시아에 겨울입니다. 
4) 날씨가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5) 6월부터 여름이 시작됩니다. 
6) 꽃이 피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7)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8) 봄에는 낮이 따뜻하고 아침과 저녁이 쌀쌀합니다. 
9) 여름에 방학이 시작됩니다. 
10)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III.본문: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날씨가 좋고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산에는 단풍이 
화려합니다. 가을에는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이 많이 납니다. 늦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집니다. 한국 가을에는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겨울을 좋아합니다. 얘들은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합니다. 썰매나 스키도 탑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많이 핍니다. 진달래와 개나리, 
민들레가 핍니다. 그래서 자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습니다. 봄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얘들도 어른들도 모두 여름을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방학이 있고 
휴가철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7 월에 비가 많이 옵니다. 이 기간을 장마 
철이라고 합니다. 장마기간동안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IV. 본문 연습: 
 
본문 연습 1: 다음 단어를  번역하세요. 

1) 사계절, 2) 단풍, 3) 낙엽, 4) 추석, 5) 눈 사람, 6) 썰매, 7) 꽃, 8) 민들레, 9) 
방학, 10) 장마철 

 
본문 연습 2: 다음 단어를 연결하세요. 

1) 자연이                                                                 1) 돋습니다 
2)    단풍이                                                              2)  무덥습니다            
3) 여름 날씨는                                                        3) 아름답습니다 
4) 스키를                                                                  4) 옵니다                       
5) 새싹이                                                                  5) 화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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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곡식이                                                                    6) 핍니다 
7) 눈싸움을                                                                7) 납니다 
8) 비가                                                                        8) 하다 
9) 봄 날씨는                                                               9) 타다 
10) 개나리가                                                            10)변덕스럽습니다 
 

본문 연습 3: 단어를 쓰십시오. 
사계절 날씨 특별한 것 하는 일 
봄 서늘하다 새싹이 돋다 여러 꽃을 즐기다 
    
    
    
 
본문 연습 4: 다음 질문에 대답하고 단어를 쓰세요. 

1) 지금은 어떤 계절입니까? 
2) 이 계절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3)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4)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본문 연습 5: 문장을 읽고 “+” 표시하세요. 
문장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없는 문장 
가을은 날씨가 좋고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겨울에는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이 많이 
납니다. 

   

여름에 수박을 많이 
먹습니다. 

   

한국 가을에는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옵니다. 

   

겨울에 설날을 
맞이합니다. 

   

보통 7 월에 비가 많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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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화: 잘 읽고  번역하세요. 
한나: 요즘 우수리스크의 날씨가 춥습니까? 
사샤: 예, 아주 춥습니다. 지금은 1 월입니다. 이때가 제일 춥습니다.                           
한국도 겨울 날씨가 춥습니까? 
한나: 아니요, 안 춥습니다. 우수리스크 사계절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사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한국은 
가을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나: 예,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때에는 친구와 같이 
등산을 가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바라봅니다. 가을도 좋아합니까? 
사샤: 좋아합니다. 그런데 겨울을 더 좋아합니다. 겨울에 스케이트와 스키를 
탑니다. 
 

대화 연습 1: 다음 단어를  번역하세요. 
1) погода холодная, 2) 1 января, 3) зима в Корее, 4) теплая весна, 5) жар-
кое лето, 6) прохладная осень, 7) красивая природа, 8) дышать свежим 
воздухом, 9) любоваться природой, 10) кататься на коньках 

 

대화 연습 2: 질문을 하세요. 
1) Узнайте у одногруппников, какая сейчас погода в г.Уссурийске ; 
2) Уточните у одногруппников, в Корее сейчас тоже холодная погода; 
3) Узнайте у одногруппников, что рассказал Саша о времнах года; 
4) Узнайте у одногруппников, что рассказала Хана про осень в Корее; 
5) Узнайте у одногруппников, какое время года нравится Саше; 
 

대화 연습 3: 질문에 대답하고 대화를 만드세요. 
• 요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다, 흐리다, 맑다). 
• 어떤 날씨를 좋아합니까? 
• (시원한, 더운, 음산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 어떤 날씨를 싫어합니까? 
• (시원한, 더운, 음산한) 날씨를  싫어합니다. 
• 한국에는 언제 비가 많이 옵니까? 
• (7월에, 창마절때, 7월부터 8월까지) 비가 많이 옵니다. 

 

VI.문법 연습:  
문법자료:  

• будущее время,  
• отрицание,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Простое будущее время образуется при помощи суффикса – 겠, который 
писоединяется к корню или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напрмер, 가겠습니다 – пойду, 
먹겠습니다 – пое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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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спользуется в следующих случаях: 
• с 1 лицом 예: 저는 학교에 가겠습니다 
• со 2 или с 3 лицом, если глагол выража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예: 오후에 비가 오겠네 (올것 같아요) 

• в случае, когда предлагают что-либо собеседнику  
     예: 물 좀 드시겠습니까? 

2.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меются 2 способа выражения отрицания: препозици-
онная форма образуется с помощью прибавления к глаголу отрицательной 
частицы 안 «не (делать что-либо)» / 못 «не мочь (делать что-либо)». В глаго-
лах на 하다, отрицательная частица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середине. Например, 
가다 –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먹다 – 안 먹습니다. / 못 먹습니다. 
                   따뜻하다 – 따뜻안하다. / 따뜻못하다.  
Постпозиционная форма отрицания образуется с помощью аналитической 
конструкции – 지 않다 / 지 못 하다, которая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например, 가다 – 가 지 않습니다 / 가 지 못합니다 
                  먹다 – 먹 지 않습니다 / 먹 지 못합니다 
                   따뜻하다 – 따뜻하 지 않습니다 / 따뜻하 지 못 합니다 
 

문법 연습 1: 동사를 변화하세요. 
<보기>: 가다 – 가겠습니다 
1) 오다, 2) 보다, 3) 먹다, 4) 좋다, 5) 만들다, 6) 춥다, 7) 덥다, 8) 따뜻하다,      
9) 서늘하다, 10) 싸움을 하다 
 

문법 연습 2: 문장을 번역하세요. 
1) Завтра (내일) пойдет дождь. 
2) Послезавтра (모레) пойдет снег. 
3) После обеда (오후에) мы будем лепить снеговика. 
4)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다음해) зима будет холодной. 
5)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다음 주에) мы пойдем на пикник. 
 

문법 연습 3: 여러분은 2 억 루브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써 
보십시오. 
예: 세계 여행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겠습니다. 
 

문법 연습 4: 일기 예보를 잘 읽고  번역하세요. 
내일의 날씨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춥겠습니다. 서울 
중부 지방은 점차 흐려져서 오후 늦게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눈은 모레 
오전까지 계속되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 한때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부 지방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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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습 5: 대화를 하세요. 
<보기> 가: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까? 
              나: 아니오, 안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1) 가: (일본, 따뜻하다)         나: 아니오, 
2) 가: (영국, 덥다)                  나: 아니오, 
3) 가: (한국, 날씨, 좋다)        나: 아니오, 
4) 가: (요즈음, 날씨, 나쁘다) 나: 아니오, 
5) 가: (영국, 눈, 오다)             나: 아니오 
6) 가: (서울, 비, 오다)             나: 아니오, 
   

문법 연습 6: 동사를 바꿔 주세요. 
Частица 안 Частица 못 

읽다  입다  
먹다  하다  
오다  일하다  
앉다  쓰다  
말하다  듣다  
다치다  떨어지다  
 

문법 연습 7: 문장을 지으세요. 
1) 겨울에 꽃이                                                          1) 안 옵니다 
2) 여름에 눈이                                                          2) 익 지 않습니다. 
3) 겨을에 낙엽이                                                      3) 오 지 않습니다. 
4) 겨울에 비가                                                          4)  안 떨어집니다. 
5) 봄에 과일이 아직도                                             5) 피 지 않습니다. 
 

VII. 말하기: 
 
말하기 연습 1: 그림을 보고 묘사하세요.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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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을 
2) 날씨 (시원하다, 서늘하다) 
3) 바람,비,눈,번개 
4) 하늘 (구름 한 점 없다, 구름이 개다) 
5) 땅 (단풍으로 덮여있다)                                      6) 해가 비치다 

 

그림 2 

 
1) 겨울 
2) 날씨 (춥다, 불쾌하다) 
3) 바람이 일다 (센 바람, 강한 바람) 
4) 땅 (눈으로덮여있다) 
5) 하늘 (구름 한 점 없다, 구름이 개다) 
6) 해가 나다 / 흐리다 

 

그림 3 

 
1) 여름 
2) 날씨 ( 맑다, 무덥다, 화창하다) 
3) 바람 (잠잠하다, 불다) 
4) 하늘 (구름으로 덮여 있다) 
5) 땅 (풀로 덮여 있다) 
6) 해가 나다 / 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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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연습 2: 여러분은 무슨 계절을 좋아합니까? 왜 그 계절을 좋아합니까? 
이름 좋아하는 계절 좋아하는 이유 
민호 봄 날씨가 따뜻하다 
영희 여름  
철수 가을  
하나 겨울  
진수 늦 가을  
 

말하기 연습 3: “좋아하는  계절”이 라고 제목을 준비하고 모든 학생에게  크게 
얘기하세요. 
계획:     1.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2. 왜 좋아합니까? 
3. 계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 이 사이에는 무엇을 합니까? 
5. 싫어하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말하기 연습 4: 수숫깨끼를 보고 읽어 보세요. 
1) 강과 산, 풀과 나무 이 세상 모든 것에 흰 옷을 입히는 것이 무엇이냐? 
2) 푸른 바다에 흰 기러기 떠가는 것이 무엇이냐? 
3) 겨울에는 옷을 입고 여름에는 옷을 벗는 것이 무엇이냐? 
4) 낮에는 나오고 밤에는 숨으며 그리면 둥근 것이 무엇이냐? 

 

VIII. 듣기: 
듣기 연습 1: 대화를 듣고 맞는 그림을 골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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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연습 2: 동창생의 말을 잘 듣고 질문에 필기로 하세요. 
1.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2. 왜 좋아합니까?  
3. 계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 이 사이에는 무엇을 합니까?  
5. 싫어하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Тема: Мой дом. 

제목: “우리 아파트” 

 

I. 복습하기: 

 

발음 연습 1: 다음 단어를 잘 읽어 보세요.  

1) 냉장고, 2) 그릇 – 그릇이, 3) 부엌 – 부엌에, 4) 이를 닦고, 5) 안락의자 

[알락의자], 6) 밝고 [박꼬], 7) 편리합니다 [펼리함니다], 8) 재미있는 

[재미인는], 9) 꽃병이, 10) 앉고 [안꼬].  
 

복습연습 2: 문장을 번역하세요. 

 

 
Не делать что-либо 

Не мочь делать 

что-либо 

Препозиционный 

способ образования 

안 + глагол 못 + глагол 

Постпозиционный 

способ образования 

О.Г. + 지 않다 О.Г. + 지 못 하다 

1) Сегодня мы не идем в школу. 

2) На выходных мы не будем гулять. 

3) Мама сегодня работает, поэтому не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стиркой. 

4) Сегодня погода нехолодная. 
5) В зоопарке животные не страшные. 
 

복습연습 3: 맞는 단어를 적어 보세요. 

러시아말로 한국말로 러시아말로 한국말로 

1. картина  13. 소파 

2. 창문 14. сумка  

3. шкаф для 

книг 

 15. 책상 

4. 꽃병 16. стул  

5. 침대실 17. мусорная 

ур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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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должение табл. 
 

러시아말로 한국말로 러시아말로 한국말로 

6. 공책 18. 컴퓨터실 

7. карандаш  19. 칠판 

8.  시계 20. кухня  

9. 수영장 21. 공 

10. 3 этаж  22. 커든 

11. кресло  23. 전화기 

12. 줄입문 24. платяной 

шкаф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아파트 – квартира  

2) 층 – этаж              예: 우리 아파트가 4 층에 있습니다. 

3) 거실 – гостиная, 침실 – спальня, 아동실 – детская, 방 – комната 

예: 아파트는 거실과 침실과 아동실과 샤워실과 부엌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4) 욕실 (샤워실) – ванная комната, 부엌 – кухня, 화장실 – туалетная 

комната 

예: 또 욕실과 부엌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5) 식탁 – кухонный стол, 냉장고 – холодильник, 그릇 – посуда 

예: 부엌에 식탁, 냉장고, 의자와 그릇이 있습니다. 

6) 빨래를 하다 – стирать белье 

7) 안락의자 – кресло, 책상 – письменный стол 

8) 안에 – в чем – либо, 위에 – на чем – либо, 앞에 – впереди чего-

либо, 뒤에 – позади чего-либо, 옆에 – около чего-либо, 아래 / 밑에 – 

внизу чего-либо 

9) 화장대 - трюмо 

10) 수영장 – бассейн 

11) 식사하다 – кушать, 요리하다 – готовить 

예: 우리는 부엌에서 식사하고 어머니는 요리를 하십니다 

12) 세수하다 – умываться, 이를 닦다 – чистить зубы, 샤워를 하다 – 

принимать душ 

예: 날마다 우리는 샤워실에서 세수하고 이를 닦고 샤워합니다. 

13) 커튼 – шторы, 걸려있다 – висеть 

예: 창문위에 커튼이 걸려 있습니다. 

14) 모이다 – собираться 

예: 우리는 저녁에 거기에서 모이고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것을 봅니다. 

15) 꽃병 – ваза 예: 책상위에 꽃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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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침대 – кровать, 책장 – книжный шкаф, 옷장 – платяной шкаф 

예: 방에는 컴퓨터, 침대, 책상, 책장, 옷장이 있습니다 

17) 휴지통 – мусорная урна 예: 책상아래 휴지통이 있습니다. 

 

III. 본문 1: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4 층에 있습니다. 세칸 짜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거실과 침실과 아동실과 욕실과 부엌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식사하고 어머니는 요리를 하십니다. 부엌에 식탁, 

냉장고, 의자와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욕실에서 세수하고 

이를 닦고 샤워합니다. 토요일에 어머니는 거기에서 빨래를 합니다. 

거실에는 소파, 안락의자, 책상,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창문 위에 

커튼이 걸려 있습니다. 거실이 밝고 편리합니다. 우리는 저녁에 거기에서 

모여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것을 봅니다. 벽에 2개의 그림이 있고 책상 

위에 꽃병이 있습니다. 

내 방은 크지 않습니다. 방에는 컴퓨터, 침대, 책상, 책장, 옷장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책상 위에 있습니다. 책상 아래 휴지통이 있습니다. 

책장 안에 책, 연필, 공책, 교과서가 있습니다. 

침실에는 침대, 화장대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화장대 앞 

의자에 앉아 거울을 봅니다. 우리 아파트는 아주 좋습니다. 

 

본문 2: 우리 집 

우리 집은 큽니다. 1 층에는 식당, 거실, 컴퓨터실과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2 층에는 침실이 2 칸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아주 큰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 옆에 의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거실에는 소파와 안락의자 2 개가 있습니다. 소파 앞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쉽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컴퓨터실에서 저는 컴퓨터게임을 합니다. 또 우리집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아주 좋아합니다. 

 

IV. 본문 연습: 

 

본문연습 1: 다음 단어를 통역하세요. 

1) квартира, 2) этаж, 3) дом, 4) гостиная, 5) спальня, 6) кухня, 7) 

холодильник, 8) обеденный стол, 9) бассейн, 10) трюмо 

 

본문연습 2: 연결하세요. 

1) 우리 아파트가                                      1) 저는 컴퓨터게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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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부엌에서 식사하고                     2) 커튼이 걸려 있습니다. 

3) 토요일에 어머니는                               3) 아주 좋습니다. 

4) 창문위에                                            4) 식탁이 있습니다. 

5) 우리 아파타는                                     5) 아주 좋아합니다. 

6) 우리 식당에 아주 큰                             6) 어머니는 요리를 하십니다. 

7) 우리는 식당에서                                  7) 4 층에 있습니다. 

8) 거실에는 소파와 안락의자                     8) 음식을 먹습니다. 

9) 그리고 컴퓨터실에서                            9) 샤워실에서 빨래를 합니다. 

10) 저는 수영을                                      10) 2 칸이 있습니다 

 

본문연습 3: 그림을 보고 어떤 방을 보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본문연습 4:  본문 2 번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1) 1 층에 무엇이 있습니까? 

2) 2 층에 무엇이 있습니까? 

3) 식당에 무엇이 있습니까? 

4) 식당에서 무엇을 합니까? 

5) 거실에 무엇이 있습니까? 

6) 거실에서 무엇을 합니까? 

7) 컴퓨터실에서 무엇을  합니까? 

8) 부엌에서 무엇을 합니까? 

9) 샤워실에서 무엇을 합니까? 

10) 침실에서 무엇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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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화: 

내방 

마샤: 민수씨, 방이 큽니까? 

민수: 예, 제 방이 큽니다. 방에는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가 있습니다. 책상 옆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마샤방은 어떻습니까? 

마샤: 제 방에도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또, 제 방에 침대가 있습니다. 

창문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민수 방에 침대가 있습니까? 

민수: 아니요, 없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온돌에서 잠을 잡니다. 

 

VI. 문법 연습: 

문법자료:  
• послелоги, 
• дательный падеж 에 местоприбывания.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категория слов, служащих для обо-
значения пространтс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По аналогии с предлога-
ми, существующим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они называются послклога-
ми, так как занимают место после имен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위에 – обозначает часть простран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относительно верх-
ней части предмета, соответсвует русскому предлогу «на чем-либо».  
아래에, 밑에 – обозначает часть простран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относитель-
но нижней части предмета, соответсвует русскому предлогу «под чем-либо».  
앞에 – обозначает часть простран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относительно пе-
редней части предмета, соответсвует русскому предлогу «перед чем-либо», 
«впереди чего-либо».  
뒤에 – обозначает часть простран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относительно зад-
ней части предмета, соответсвует русскому предлогу «за чем-либо», «позади 
чего-либо».  
속에 – обозначает часть простран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относительно внут-
ренней части неполого предмета, соответсвует русскому предлогу «в, внутри 
чем-либо».  
안에 – обозначает часть простран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относительно внутрен-
ней части полого предмета, соответсвует русскому предлогу «в, внутри чем-либо».  
옆에 – обозначает часть пространств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относительно боко-
вой части предмета, соответсвует русскому предлогу «сбоку или около чем-
либо».  
2. Дательный падеж с окончанием에 может быть признако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о значением местоприбывания. Эту функцию дтельный падеж выполняет 
при следующих предикативах:  
있다 – находиться, быть, лежать, стоять, висеть,  
위치하다 – находить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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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 много, находиться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적다 – мало, находиться в не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В вопрос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вопросительное слово 어디 в дательном 
падеже с предикативами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пя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где?». 
 

문법 연습 1: 그림을 보고 통역하세요. 
1) На столе стоит будильник. 4) Перед домом растут цветы. 
2) Позади кровати находится окно. 5) Под столом находится мяч. 
3) Около стола стоит стул.  6) В сумке находится книг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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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습 2: Заполните таблицу. 

 위에 밑에 옆에 앞에 뒤에 

의자 의자위에 의자밑에 의자옆에 의자앞에 의자뒤에 

텔레비전      

수영장      

책      

가방      

책상      

커튼      

창문      

옷장      

책장      

 

문법연습 3: 맞는 그림을 골라주세요. 

1 

침대실은 창문이 침대옆에 있습니다. 객실에 창문앞에 종로가 있습니다. 

종로위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옆에 렘프와 전화기가 있습니다. 

벽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밑에 책장이 있습니다. 책장옆에 소파가 

있습니다.  

2 

이 것은 침대실입니다. 침대실은 침대 두 개가 있습니다. 침대앞에 작고 긴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위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오른쪽구석에 델레비전이 

있습니다. 침대실에는 램프 두 개가 있습니다.  델레비전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벽에 큰 거울이 있습니다. 또 안락의자와 탁자가 있습니다. 

3 

침대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침대옆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방에는 의자의 

두개가 있습니다. 의자앞에  큰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밑에 꽃병이 있습니다. 

텔레비전뒤에 옷장이 있습니다. 이 방은 편리하고 밝습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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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연습 4: 문법놀이를 합시다. 

 
Квадрат № 2: 한국말로 통역하세요. (Около стула лежит сумка)  
Квадрат № 3: 문장을 지으세요. (침대 ___에, 책, 없습니다) 
Квадрат № 4: 한국말로 통역하세요. (Около окна находится дверь)  
Квадрат № 5: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2 этаж – 수영장). 
Квадрат № 6: 문장을 지으세요 (내 방에는 피아노, 침대, 안락의자, 소파, 책상, 
옷장, 컴퓨터, 위, 밑, 옆, 앞, 뒤에 있어요.) 
Квадрат № 7: 대화를 만드세요. 

• Узнайте у соседа, где находятся часы.  
• Ответьте, часы находятся на столе. Узнайте у соседа, где находится 
рюкзак. 

• Ответьте, рюкзак находится под кроватью. 
Квадрат № 9: 대화를 만드세요. 

• Узнайте у А, где находится его (ее) тетрадь. 
• Узнайте у В, где находится его (ее) сумка. 
• Узнайте у С, где находится его (ее) одежда. 

Квадрат № 10: 2개의 문장을 만드세요. 
(수영장에, 없어요, 있어요, 수영장이, 책이, 칠판, 연필, 아래층에). 

Квадрат № 11: 문장을 만드세요 (책상, на, 연필, 시계, мяч, 꽃병, 있어요).  
Квадрат № 12: 대화를 통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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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де ваш учитель? 
• Наш учитель в столовой. 
• А где находится столовая? 
• Столовая находится на 4 этаже. 

Квадрат № 13: 문장을 통역하세요 «В моей комнате есть телефон, кровать и 
компьютер». 
Квадрат № 15: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드세요. 
Квадрат № 17: 문장을 통역하세요 «В школе есть столовая, бассейн, компью-
терный зал». 
Квадрат № 19: 문장을 통역하세요 «На кровати лежит большое одеяло и мяг-
кие подушки». 
Квадрат № 20:대화를 통역하세요. 

• 고양이를 봅니까? 
• 침대밑에 고양이가 자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침대밑에 고양이가 없습니다. 
• 옷장안을 보십시오.  

Квадрат № 21:문장을 통역하세요 «책장안에 교과서와 공책이 많습니다». 
Квадрат № 22: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드세요. 
Квадрат № 23:문장을 통역하세요 «책상안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Квадрат № 24: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드세요. 
Квадрат № 26:문장을 통역하세요 «Мяч и игрушечный мишка лежат на кро-
вати». 
 

문법연습 5: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세요. 

1) 수영장, 수영하다, 샤워를 하다 

2) 침실, 열한시, 잠자다 

3) 목욕탕, 욕실,  세수하다 

4) 객실, 텔레비전, 휴식하다, 보다 

5) 소파, 안락의자, 앉다 

6) 부엌, 점심, 음식을 만들다 
 
VII. 말하기: 

 

말하기 연습 1: 다음 단어를 넣어 주세요. 

А:(책상위에, 위에, 꽃병, 칠판 , 커튼, 옷) 

• 교실에 꽃병이 있습니까? 

• 네, 교실에 ________ 있습니다. 

• ____________ 시계가 있습니까? 

• 아니오, 시계가 교탁 ____ 있습니다. 

• 선생님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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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뒤에 _________ 있습니다. 

• 창문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 _________ 있습니다. 

• 출입문옆에 옷장이 있습니까? 

• 네, 옷장안에 ______ 있습니다. 

В: (아주 크고 편합니다, 식당앞에, 수영장, 학교). 

• 가: 어디로 갑니까? 

• 나: __________에 갑니다. 

• 가: 컴퓨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나: _________ 있습니다. 

• 가: 학교의 교실이 어떻습니까? 

• 나: 학교의 교실이 ___________. 

• 가: 기숙사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 나: 기숙사뒤에 _______ 있습니다. 

 

말하기 연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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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듣기: 

 

듣기 연습 1: 들은 단어를 표시하세요. 

1) 식당, 2) 층, 3) 수영장, 4)해, 5)  음식, 6) 부자, 7) 맛있다, 8) 창문, 9) 

콩, 10) 이불, 11) 시계, 12) 두, 13) 밝아요. 

 

듣기 연습 2:  떨어진 단어를 쓰세요. 

저는 _______라고 합니다. 저는 _______에서 삽니다. 우리 아파트는 

________과 침대실과 아동실과 부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쉬고 

텔레비전을  ____________. 우리 거실은 ______ 큽니다. 거실에 소파와 

__________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침대실이 ____  큽니다. 이 방은 

침대와 _____과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위에  ____가 있습니다. 

아동실에서 여동생이   ______  ____. 부엌에서 어머님은 요리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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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ма: Распорядок  дня 
제목 «하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I. 복습하기: 

 
발음연습 1: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1)평일, 2) 일곱 시, 3) 밀어 놓습니다, 4) 칫솔과, 5) 이를 닦고, 6) 일곱 시 십 
분에, 7) 친구와 같이, 8) 여덟 시에 시작되고, 9) 한 시에 끝납니다, 10) 맛있는 
음식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평일 – будний день, 주말 (주 – неделя, 말 – конец) – выходные; 
2) 침대를 밀어 놓다 – заправлять постель; 
3) 치솔 – зубная щетка,4) 치약 – зубная паста, 5) 이를 닦다 – чистить зу-
бы, 예: 치솔과 치약으로 이를 닦고 세수합니다.  

6) 아침식사를 하다 – завтракать, 7) 점심식사를 하다 – обедать;  
8) 달걀프라이 – яичница;  
9)____이/가 시작되다 – начинаться, ______을/를 시작하다 – начинать что-
либо  
예: 수업이 8 시에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8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10)쉬는 시간 – перемена, 수업 시간 – время занятий; 
11) 요리하다 – готовить еду, 동의어: 만들다; 
12) 샐러드 – салат,  
13) 감자 – картофель,  
14) 생선 – рыба;  
15) 설거지를 하다 – мыть посуду;  
16) ______을/를 돕다 – помогать кому-либо 예: 조금 텔레비젼을 
보고 어머님을 돕습니다. 

17) 청소하다 – убирать;  
18) 기다리다 – ждать;  
19) ______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 рассказать о чем-либо;  
20) 잠을 자다 – спать; 

 
III. 본문:  

제 하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미라입니다. 평일에 저는 아침 7 시에 일어나서 침대를 밀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치솔과 치약으로 이를 닦고 세수합니다. 7 시 10 분에 
체조를 합니다. 7 시 20 분에 아침식사를 합니다. 보통 아침에 달걀프라이, 
샌드위치, 소시지를 먹고 커피나 우유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옷을 입고 
7 시 반 학교에 갑니다. 저는 친구와 같이 학교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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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8 시에 시작되고 1 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10 시 쉬는 시간에 
저는 헴버거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반에 점심식사를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십니다. 저는 샐러드와 감자도 생선도 아주  
좋아합니다. 저의 친구는 고려사람이라서 밥과 김치를 좋아합니다. 점심 
후에 설거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텔레비전을 보고 어머님을 돕습니다. 
그래서 제 방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게에 가서 빵을 삽니다. 
가게에서 집에 돌아와  항상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먹습니다. 오후 5 시에 
숙제를 합니다. 숙제를 다 하고 컴퓨터를 합니다. 

저녁에 우리는 아버지를 기다리고나서 저녁식사를 함께 합니다. 
가족들이 각자 자신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책을 
읽거나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다음에 저는 가방과 옷을 준비하고 
10시에 잠을 잡니다. 
 
IV.본문 연습: 

 
본문 연습 1: 다음 단어를 통역하세요. 
1) 일어나다, 2) 세수하다, 3) 체조를 하다, 4) 마시다, 5) 맛있다, 6) 사다, 7) 
숙제를 하다, 8) 전화하다, 9) 준비하다, 10) 먹다,                                                                                                                  
11) 샌드위치, 12) 소시지, 13) 우유, 14) 햄버거, 15) 빵,        
16) 방, 17) 아이스크림, 18) 초컬릿, 19) 하루,                                                         
20)옷 

 
본문 연습 2: 다음 단어를 연결하고 읽고 통역하세요. 
1) 침대를                                                             1) 먹다 
2) 이를                                                                 2) 요리하다 
3) 달걀프라이를                                                 3) 전화하다 
4) 우유를                                                             4) 밀어놓다 
5) 학교에                                                             5) 시작되다 
6) 수업이                                                             6) 돕다 
7) 맛있는 음식을                                                7) 닦다 
8) 어머님을                                                         8) 마시다 
9) 컴퓨터를                                                         9) 다니다 
10) 친구에게                                                        10) 치다 
 
본문 연습 3: 조사를 놓아 주세요. 
1) 평일… 저… 7시… 일어나고 침대… 밀어놓습니다. 
2) 저… 옷… 입고 7 시 반 학교… 다닙니다. 
3) 저… 친구… 같이 학교… 갑니다. 
4) 수업… 8시… 시작되고 1 시… 끝납니다. 
5) 10 시 쉬는 시간… 헴버거…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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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 샐러드… 감자… 생선… 아주 좋아하고 저… 친구… 
고려사람입니다. 

7) 그다음… 조금 텔레비젼… 보고 어머님… 돕습니다. 
8) 날마다 가게… 가고 빵… 삽니다. 
9) 가게… 집… 가고 항상 아이스크림… 초콜릿… 먹습니다. 
10) 식구마다 자기 하루…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연습 4: 문장을 만들고 읽고 통역해 주세요. 
1) 이를, 그다음에, 과, 닦고, 칫솔, 세수합니다, 치약으로 
2) 저는, 입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옷을, 7시반, 학교에 
3) 샐러드와, 좋아합니다,  저는, 감자도, 아주, 생선도 
4) 하고, 칩니다, 다, 컴퓨터를, 숙제를 
5) 저는, 잠을, 준비하고, 다음에, 가방과, 옷을, 10시에, 잡니다 
 
본문 연습 5: 순서대로 문장을 놓아 주세요. 

1) 날마다 가게에 가고 빵을 삽니다. 
2) 저는 미라입니다. 
3) 이것다음에 저는 가방과 옷을 준비하고 10 시에 잠을 잡니다. 
4) 7 시 10 분에 제초를 합니다. 
5) 저는 샐러드와 감자도 생선도 아주  좋아합니다. 
6) 저는 친구와 같이 학교에 갑니다. 
7) 점심후에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8) 식구마다 자기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 어머님은 항상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십니다. 
10) 저녁에 우리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저녁식사를 함께 합니다. 

  
본문 연습 6: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1) 그다음에 칫솔과 치약으로………………………………………… 
2) 보통 아침에 달걀프라이,……………………………………………. 
3) 수업이 8 시에 시작되고……………………………………………… 
4) 그다음에 조금 텔레비젼을…………………………………………… 
5) 숙제를 다 하고…………………………………………………………. 
6) 저녁에 우리는 아버지를………………………………………………… 
그다음에 저는 책을 읽거나……………………………………………… 

 
V. 대화: 
스미스: 지금 몇시입니까? 
윌슨: 오전 7시 30분입니다. 
스미스: 공부는 몇시에 시작됩니까? 
윌슨: 9 시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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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점심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윌슨: 12 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스미스: 수업은 몇 시에 끝납니까? 
윌슨: 오후 3 시반에 끝납니다. 
스미스: 몇 시에 도서관에 갑니까? 
윌슨: 오후 4시에 갑니다. 
  
VI. 문법 연습 :  

문법자료:  
• Временной комплекс; 
• Послелоги «---부터---까지»; 
• Придаточное времени «инфинитив기 전에»; 
• Придаточное времени «инфинитив은/는 후에»;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Единицами часового времени служат «час» - 시, и «ми-
нута» - 분.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ременной счетный ком-
плекс имеет следующий вид: 
Числительное 
корейского про-
исхождения 

 

시 
Числительное 
китайского про-
исхождения 

 

분 

Кроме того, временной комплекс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часть суток – утро, день, 
вечер, ночь:  
Часть суток +  

Числительное 
корейского про-
исхождения 

 

시 
Числительное 
китайского про-
исхождения 

 

분 

ЗАПОМНИТЕ! Без 15 минут – назовите следующий час 15 минут и слово 전,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русскому предлогу «без», например 15 часов 45 минут –  
Без 10 минут – назовите следующий час 10 минут и слово 전, например,      
14 часов 50 минут – 
Без 5 минут – назовите следующий час 5 минут и слово 전, например,          
13 часов 55 минут – 

2) Послелоги 부터 и 까지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к имени сущест-
вительному. Имеют следующие значения: 

• признак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ремени и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с - до»; 
•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е значение и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от, из - до». 

3) Временные придато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с послелогом 전 
образую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к корню глагола при-
соединяется 기 и послелог전. Послелог 전 в таких пред-
ложениях служит для связи двух предложений, указывая 
на то, что событие, описыыаемое главн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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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овершается раньше события, выраженного в придаточ-
ном предложении.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пе-
ред тем, как», «до того, как», например, 숙제를 하기 
전에 저는 잘 쉽니다 – Перед тем как делать домашнее за-
дание, я хорошо отдыхаю. 

4) Временные придато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с послелогами 
후에, 뒤에, 다음에 образую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к 
корню глагола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форма причастия в про-
шедшем времени (은 / ㄴ) и послелоги후에, 뒤에, 다음에,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
пример, 1) 세수한 다은에 옷을  입습니다. –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умоюсь, одеваюсь 2) 아침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갑니다. –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позавтракаю, иду в школу. 

 
문법 연습 1: 그림을 보고 문장을 지으세요. 

    
 
 문법 연습 2: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하세요. 

1) С 1 часа 30 минут дня до 6 часов вечера я учусь в школе. 
2) Вечером моя сестра делает зарядку и не ужинает. 
3) В 10 часов утра я умываюсь, чищу зубы, и после этого завтракаю. 
4) Перед тем как расчесываться, я одеваюсь. 
5) Перед сном я ложусь в постель и читаю книгу.  

 

문법 연습 3: «__기 전에/ ___은/ㄴ 다음에» 사용하며 문장을 지으세요. 

가: 1) 아침식사하다 / 이를 닦다 

2) 세수하다 / 일어나다 

3) 점심 식사하다 / 설거지를 하다 

4) 침대를 밀어 놓다 / 잠을 자다 

5) 숙제를 하다 / 휴식하다 

나: 1) 민호는 학교에 (가다) 아침식사를 하다. 

2) 나는 침대를 밀어 (놓다) 체조를 하다. 

3) 어머니가 음식을 (요리하다) 우리는 저녁을 맛있게 하다. 

4) (설거지를 하다) 점심식사를 하다. 

5) (전화하다) 책을 읽다. 

6) 빵을 (사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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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습 4: 빠진 것을 적어 주세요. 

가: “___부터 ___까지” 넣어 주세요. 

1) 민호는 아침 8시____ 8시반 ____ 운동합니다. 

2) 어머니는 아침 10시 _____ 저녁 7시____ 일합니다. 

3) 그는 낮 2시 _____ 저녁 7시____ 없습니다. 

4) 저는 아침 8시____ 저녁 6시 ______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5) 보통 저는 7시 ____ 8 시_______ 아침식사를 합니다. 

6) 오빠는 9시_____ 9시반______ 아침체조를 합니다. 

7) 미라는 4시_______ 5시반 _____ 청소합니다. 

나: “___부터 ___까지” / “___에서 ___까지” 넣어 주세요. 

1) 나는 낮 4시___ 4시 50분___ 숙제를 합니다. 

2) 어머니는 가게___ 집____ 걸어갑니다. 

3) 우리는 7시 15분_____ 7시 40분______ 저녁식사를 합니다. 

4) 학교____ 집_____ 걸어서 15분이 걸립니다. 

5) 아버지는 9 시____ 9시반_____ 아침식사를 합니다. 

6) 사쌰_____ 한명씩 연습을 합시다. 

7) 1번_____ 10번______ 단어를 읽어봅시다. 

다: 한국말로 번역하세요. 
1) Она обедает с 13 часов до 14 часов. 
2) Мы ужинаем все семьей с 19 часов до 20 часов. 
3) После ужина я убираю кухню с 20 часов до 20 часов 30 минут. 
4) Я жду друга с 8 часов 15 минут до 8 часов 20 минут и вместе идем в 
школу. 

5) Мира утром делает зарядку с 7 часов 35 минут до 8 часов. 
6) Юра делает уроки с 17 часов до 20 часов, затем гуляет на улице. 
7) Я делаю уроки с 16 часов до 18 часов, потом навожу в доме порядок. 

라: 대화를 하세요. 

<보기>: - 몇시에 일어납니까? 

- 나는 7 시에 일어납니다. 

1) 세수하다, 2) 침대를 밀어놓다, 3) 이를 닦다, 4) 아침식사를 하다, 5) 

학교에서 공부하다, 6) 설거지를 하다, 7) 아침체조를 하다, 8) 청소하다, 9) 

잠을 자다 
 
VII. 말하기: 
말하기 연습 1: 어제 교실에서 나가는 학생의 하루를 침작하고 그 학생에게 
물어 보세요. 질문하는 학생은 «예» 아니면 «아니오» 대답해 야 해요. 

 

말하기 연습 2: 대화를 완성하세요. 

대화 1 

수미씨: 언제 일어납니까? 

한나씨: 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미씨, 아침에 체조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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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씨: 네, ____시 부터 ______ 시 20 분 까지 아침체조를 합니다. 

한나씨: 아침에 무엇을 먹습니까? 

수미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나씨: 몇시에 퇴근합니까? 

수미씨: ______________. 한나씨, 몇시간동안 일합니까? 

한나씨: ______ 시 부터 ______ 시 까지 일합니다. 

 

대화 2 

민호 씨: 디마 씨, 보통 몇시부터 몇시 까지 저녁식사합니까? 

디마 씨: 저는  _____시부터 _____시 까지 _______________. 

민호 씨: 저녁삭사후에 _____________? 

디마 씨: ______________________설거지를 합니다. 

민호 씨: 저도 저녁식사후에 __________. 그리고 ____________. 

디마 씨: 언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 

민호 씨: 10 시 부터 ___________________. 민호씨, ______________? 

디마 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잠을 잡니다. 

 

대화 3 

윌슨 씨: 김선생님, 아침마다 체조를 합니까? 

김선생님: 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윌슨 씨: 언제 점심식사합니까? 

김선생님: 저는 _________________________. 

윌슨 씨: 언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 

김선생님: 우리는 저녁 9시부터 10 시까지 텔레비전을 봅니다. 

윌슨 씨: 텔레비전을 본 후에 ___________________? 

김선생님: 저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화 4 

미라: 언제 숙제를 합니까? 

철수: __________시 부터 ___________시 까지 __________. 

미라: 언제 청소를 합니까? 

철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라: 언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철수: 우리는 8 시에 저녁식사를 합니다. 

미라: 누구는 ________________________? 

철수: __________ 음식을 요리합니다. 

 

 

 

 



~ 57 ~ 

말하기 연습 3:  그림을 보고 마샤의 하루종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1)   2)  3)    4)  
 

5)    6)     

7)                    8)  
 

VIII. 듣기: 
 
듣기 연습 1: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주세요. 

1) 나는 아침 8시에 _________     세수합니다. 

가) 이를 닦고                   나) 일어나고              다) 체조를 하고  

2) 아침식사를 한다음에  나는  ________   갑니다. 

가) 학교에                         나) 집에                      다) 극장에 

3) 공부한다음에 나는 학교식당에서  ________  점심식사를 합니다. 

가) 2시 15분에                 나) 2 시에                   다) 2시반에 

4) 저녁식사를 한다음에 나는 __________ 까지 숙제를 합니다. 

가) 9시                                나) 9시반                   다) 9시 10분  

5) _____________    나는 친구와 힘께 서울에 갑니다. 

가) 일요일에                       나) 토요일에               다) 화요일에 

 

듣기 연습 2: 단어를 연결하세요. 

1) 8시                                                      1) 점심식사를 하다. 

2) 8시반                                                   2) 숙제를 하다. 

3) 9시부터 2시까지                                    3) 일어나고 세수하다. 

4) 2시반                                                    4) 저녁식사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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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녁 6시                                               5) 아침식사를 하다  

6) 저녁 9시까지                                          6)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듣기 연습 3: 맞는 답을 골라 주세요. 

1) 8시 30 분에  주인공은 누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합니까? 

가) 친구와                           나) 혼자서                      다) 식구와 

2) 공부한다음에 주인공은  어디에서  2시반에 점심식사를 합니까? 

가) 부엌에서                       나) 학교식당에서           다) 밖에서 

3) 주인공은 점심후에 무엇을 합니까? 

가) 친구를 만나고 산보합니다.  

나) 친구를 만나고 숙제를 합니다. 

다)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합니다 

4) 몇시에 저녁식사를  합니까? 

가) 5시에                            나) 7 시에                            다) 

6시에 

5) 토요일에 주인공은  친구와 힘께 어디에  갑니까? 

가) 부산에                           나) 서울에                           다) 대구에 
 
IX. 읽기: 

대학생의 하루 
저는 올해 우수리스크 국립사범대학교 한국어과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알람시계가 
울립니다.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닦고 세수를 
합니다. 옷을 입은 후에 아침식사를 합니다. 

아침식사를 한 뒤에 신발을 신고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대학교까지 30분이 걸립니다. 이것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보통 수업은 8 시에 시작되고 오후 1시 10분에 끝납니다. 휴식 시간은 
10분입니다. 점심 시간이 11시 10분에 시작되고 11시 40분에 끝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은 2층에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고서를 쓰고 한국어와 영어숙제를 
합니다. 

3 시에 집으로 돌아와 점심식사를 합니다.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쉽니다. 영화를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합니다. 

6 시쯤에 직장에서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려놓고 식구들과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동생의 숙제를 도와줍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집안일 중에 
설거지가 제일 좋습니다.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1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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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ма:  Корея 
제목 «한국에 대한 작문» 

 
I. 복습하기: 

 
발음연습 1: 다음 단어를 읽어보세요. 
1) 칠학년생, 2) 일년동안, 3) 한국말, 4) 한국의 역사, 5) 많은 관심, 6) 
아시아, 7) 대륙의 북동쪽, 8) 백두산, 9) 같이, 10) 습기가 많다, 11) 거의, 12) 
파랗기 때문이다, 13) 맛있는 요리, 14) 설날, 15) 저의도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꿈- мечта, 꿈을 꾸다-мечтать 예: 제 꿈은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입니다. 

2) 지리- география, 지리적-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3) 문화- культура, 문화적- культурный 
4) 경제- экономика, 경제적- экономическийㅣ 
예: 저는 한국의 역사와 지리, 문화와 경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5) _______에 관심을 두다-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чем-либо; 재미있다/ 재미없다- 
быть интересным/ быть не интересным 

예: 저는 한국의역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재미있습니다. 
6) 대륙- материк 예: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7) 한반도-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한국-Южная Корея, 조선-Северная Ко-
рея;   

8) 다양하다- бы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м 예: 한국의 지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9) 북동쪽- северо- восточная сторона, 북서쪽- северо- западная сторона; 
10) 습기- влажность, 한국 여름은 덥고 습기가 많습니다. 
11) 공기가 선선하다- свежий воздух, 공기를 마시다-дышать возду-
хом; 

12) 배추 - пекинская капуста 김치는 배추로 만듭니다. 
13) 특별한 명절- особые праздники 예:한국 명절은 설날 (Новый год), 
단오 (Тано),추석(праздник осени)입니다. 

14) 풍습- традиция 
15) 최고의 소망- самое большое желание 
16) 통일- объединение 
예: 한국인의 제일 큰  소망은 통일입니다. 

 
III. 본문:  

한국에 대한 작문 
 저의 이름은 이민호입니다. 저는 우수리스크  이십구 김나지야 

칠학년생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1 년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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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가 재미있습니다. 한국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지리, 문화와 경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한국의 지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제일 크고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는 여러가지의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러시아와 같이 4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기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한국의 가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는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선선하고 하늘이 매우 파랗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은 아주 맵습니다. 대표적인 요리는 김치라고 합니다. 김치는 
배추로 만듭니다. 

또 특별한 명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에는 설날, 단오,추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제일 큰  소망은 통일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조선을 구경할 겁니다. 

 
IV. 본문 연습: 
 
본문연습 1: 다음 단어를 번역하세요. 
1) 한국, 2) 배우다, 3) 재미있다, 4) 역사, 5) 지리, 6) 문화, 7) 한반도, 8) 대륙, 9) 
백두산, 10) 동물, 11) 여름은 덥다, 12) 거의 내리 지않다, 13) 자연이 아름답다, 
14) 공기가 선선하다, 15) 하늘이 파랗다, 16) 음식은 맵다, 17) 특별한 명절, 18) 
제일 큰 소망, 19) 한국 풍습, 20) 조선을 구경하다 
 
본문 연습 2: 다음 단어를 연결하세요. 

1) 지리가                                                1) 높고 크다 
2) 산은                                                   2) 아름답다 
3) 여름은                                                3) 선선하다 
4) 자연이                                                4) 다양하다 
5) 공기가                                                5) 덥다 
 

본문 연습 3:맞는 단어를 놓아 두고 통역하세요. 
1) 저____ 이름은 이 민호입니다. 
2) 저는 한국어_____ 1년_______ 배우고 있습니다. 
3) 한국어_____ 공부하기______ 재미있습니다. 
4) 제 꿈_____  한국말_____ 잘하고 한국_____ 대해서 모든 것_____ 알고 
싶습니다. 
5) 저는 한국_____  경제_____ 관심_____ 두고 있습니다. 
6) 백두산_____  여러가지 의 동물들_____ 살고 있습니다. 
7) 결국_____  한국인_____  제일 큰  소망_____ 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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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습 4: 틀린 것을 고치세요. 
1) 주인공의 이름은 민호입니다. 그는 팔학년학생입니다. 
2) 그는 한국어를 2 년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3) 한국여름은 안 덥고 습기가 많습니다. 
4) 맛있는 요리는 불고기입니다. 
5) 앞으로 한국과 미국을 구경할 겁니다. 
 

본문 연습 5: 다음 단어( 1년동안, 관심을 두다, 다양하다, 4 계절, 습기, 김치, 
한국 명절, 소망) 의 문장을 찾고  번역하세요. 
 

본문 연습 6: 다은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이 본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3) 민호는 몇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4) 왜 한국어를 공부하기가 재미있습니까? 
5) 민호는 무엇을 알고 싶어합니까? 
6) 한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7) 제일 크고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8) 한국 여름은 어떻습니까? 
9) 한국 음식은 어떻습니까? 
10) 특별한 명절이 무엇입니까? 
 

VII. 대화: 
설날 

막심: 세배를 어떻게 하니? 
경은: 선생님께 가자. 나를  따라 와. 
선생님: 왔니? 어서들 들어와. 나는 떡국을 끓여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경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세배를 받으세요. 
선생님: 그래, 누구부터 할래? 경은이? 
경은: 네, (절을 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막심: 선생님, 절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너무 고맙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이건 세뱃선생님돈이다. 
 

대화 연습 1: 이 단어를 읽고 외우세요. 
1) 설날/새해 – Новый год, 2) 을/를 따라 – вслед за, 3) 어서들 들어오다 – 
проходите, пожалуйста, 4) 떡국을 끓다 – варить суп из рисовых хлебцов, 
5) 놓다 – ставить, класть, 6) 절을 하다 – кланяться, 7) 복 – счастье,            
8) 가볍게 – слегка, 9) 고개를 숙이다 – склонить голову, 10) 세배 – пода-
рок, который дарят старшие в доме в Новый год, за сделанный покло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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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법 연습:  
문법 자료: 

• длительный вид;  
• послелог 에 대한 / 에 대해서 - «о чем либо»;  
• придаточное причины, служебное имя 때문;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Форма настоящего продолженного времени может быть образована 
только от глаголов, обозначающих активное действие, так как основ-
ным его значением являтся указание на процесс, течение или развитие 
действия. Длительный продолженыый вид образуе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
разом: к корню глагола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고 있다. В случае,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лице, старшем по возрасту, или занимающем более высоко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говорящим, положение, используется гонорифический эк-
вивалент формы настоящего продолженного времени – 고 계시다. На-
пример, 1) 우리는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 Мы сейчас читаем текст.    
2)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십니다. – Дедушка сейчас читает газету. 

2)  Послелог 대해 используется с дательным падежом 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русскому предлогу «о, об». Послелог 대해 имеет две формы: 
приименную и приглагольную. Приименная форма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том случае, когда имя, оформленное послелогом, зависит от другого 
имени и является дополнением к нему. Послелог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имеет определительную форму 대한, например, 한국에 대한 역사 – 
история о Корее. Приглагольная форма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том случае, 
когда имя, оформленное послелогом, зависит от глагола и является 
дополнением ил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ом к нему. Послелог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имеет форму 대해서, например,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다 – узнать о 
Корее. 

3)  Служебное имя때문 служит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придаточных предложе-
ний причины. Это имя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сказуемому придаточ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имеющего форму второго инфинитива. Признаком вто-
рого инфинитива является окончание – 기, присоединяемого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Существует 2 способ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лужебного имени때문 в прида-
точ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 когда предложение со служебным именем 때문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ичину события, описываемого предыдущ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например,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когда служебное имя 때문 служит для свя-
зи придаточного и основного предложений.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때문 оформляется дательным падежом, например,한국의 문화가 
재미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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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습 1: Образуйте от следующих глаголов длительный продолжен-
ный вид: 

1) 가다, 2) 먹다, 3) 배우다, 4) 마시다, 5) 기다리다, 5) 쓰다, 6) 읽다, 7) 
보다, 8) 관심을 두다, 9) 오다, 10) 공부하다 
 

문법 연습 2: 다음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하세요. 
1) Я живу в Уссурийске. 
2) Мы сейчас читаем и делаем упражнение. 
3) Я с мамой сейчас иду в зоопарк. 
4) Сейчас идет сильный дождь. 
5) Мы сейчас смотрим интересный фильм. 
6) Саша сейчас пишет на доске новые слова. 
7) Мы сейчас едем на автобус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 
 
문법 연습 3: 문장을 만들고 읽고 통역하세요. 
 

1 2 3 
1) 한반도 
2) 백두산 
3) 한국 
4) 한국문화 
5) 한국 경제 
6) 지리 
7) 최고의 소망 
8) 통일 
9) 한국  명절 
10) 추석 

 
 
 

에 대해서 
에 대한 

1)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 꿈입니다. 
3) 얘기해 봅시다. 
4) 책입니다. 
5)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6) 본문입니다. 
7) 잘 압니다. 
8) 지도입니다. 
9) 알게 됐습니다. 
10) 얘기입니다. 

 
문법 연습 4: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 아시아의 대륙     ?      아무것도 모르다. 

2) 나는 사랑      ?     책을 읽고 있다. 

3) 우리는 한국  ?     노래를 부르고 있다. 

4) 어머님은 한국 특별한 명절   ?    영화를 보시다. 

5) 소망    ?     이야기하다. 

6) 조선    ?     듣다. 
7) 한국 명절    ?     읽다. 

8) 한국    ?     쓰다. 

9) 백두산   ?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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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습 5: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1) 무엇에 대한 본문을 읽습니까? 
2) 여기는 무엇에 대해서 압니까? 
3)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겠습니까? 
4) 여러분에 생각하기에는 무엇에 대한 영화를 보겠습니까? 
5) 인터넷에서 무엇에 대한 정보를 못 알게되었습니까? 

 
문법 연습 6: 다음 표는 각  나라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음 표를 보고 «- 에 
대해서»를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수도 명절/축제 춤 운동 음식 옷 
한국 서울 추석 탈춤 태권도 김치 한복 
일본 토키오  가부키 스모 스시 기모노 
프랑스 파리즈 7월 14 일 캉캉춤 축구, 

럭비 
포도주  

브라질  카니발 삼바춤 축구 커피 판타지아 
러시아       
 
문법 연습 7: 대화를 읽고 외우세요. 
유진: 한국의 민속 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민씨, 한국의 민속 무용에 대해서 얘기 해주십시오.. 
수민: 한국의 민속 무용에는 부채춤, 장구춤, 탈춤 등이 있습니다.     
특히부채춤은 여러 명이부채를 가지고 추는 춤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문법 연습 8: 다음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하세요. 

1) Я изучаю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тому что интересуюсь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2) В Корее мне нравится, потому что в Корее много красивых мест. 
3) В горах Пектусана живут разные животные, потому что горы 

Пектусан высокие и большие. 
4) Мама почти каждый месяц готовит кимчи, потому что вся семья 

очень его любит. 
5)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осень, потому что осенью свежий воздух. 

 
문법 연습 9: 보기를 보고  연습을하세요. 
<보기>: 저는 한국어를 (배우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재미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1) 저는 한국어를 배우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다). 
2) 한국의 자연을 (바라보다). 왜냐하면 자연이 (아름답다). 
3) 백두산에 여러가지 동물이 (살다). 왜냐하면 산은 크고 (높다). 
4) 어머니는 김치를 (요리하다). 왜냐하면 김치를 (좋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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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습 10: 문장을 지으세요. 
1) 재미있습니다, 한국어를 아주, 왜냐하면, 한국어를, 공부하기가, 
때문입니다, 좋아하기 

2) 한국에 대해서, 한국말을,  모든 것을, 제 꿈은, 알고 싶습니다, 
잘하고  

3) 문화와, 저는, 경제에, 한국의 역사와, 관심을, 지리와, 두고 
있습니다 

4) 하늘이, 가을에는, 공기가, 좋아합니다, 선선하고 , 한국 가을을, 
참 파랗기 때문에, 아름답고, 자연이 

5) 많습니다, 러시아와 같이, 습기가, 한국 여름은, 4 계절이 있고, 
한반도에도, 덥고 

 
VII. 말하기: 

말하기 연습 1: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말하기 연습 2: 팀으로 나눠 주고 한국 도시 (서울, 부산, 경주)에 대한 

프로제크트를 하세요. 
 
VIII: 듣기: 
듣기 연습 1: 다음 단어를 외우세요. 
가족끼리- семьями, 설빔- новогодняя одежда, 갈아입다- переодеваться,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다- почитать предков, 친척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다-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старш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다- желать 
здоровье и счастье 
 
듣기 연습 2: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1) 설날을 맞이하다, 2) 일월 일일, 3) 입는 특별한 옷, 4) 음식을 올림으로써, 

5) 일년동안, 6) 가족끼리, 7) 일찍 일어나다, 8) 설빔, 9) 갈이입다, 9) 조상,    
10) 차례를 지내다, 11) 존경을 표현하다, 12) 행사, 13) 친척, 14) 어른,       
15) 기원하다    
 
듣기 연습 3. 빠진 단어를 쓰십시오.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 ________을 가족끼리 맞이합니다. 일월 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______을 갈아입습니다. 설빔은 설날때만 입는 특별한 
________. 설빔으로 갈아입은 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돌아가신 ________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는 조상께 음식을 올림으로써 ______을 표현하는 
행사입니다. 설날에 아이들은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에게 ________를 하고 
어른들은 보통 아이들에게 ____   _____을 줍니다. 세배를 하면서 서로 일년 
동안 ________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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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연습 4.문장이 맞으면 «+» 하세요. 틀리면 «-» 하세요.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 추석을 가족끼리 맞이합니다. 
일월 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빔을 갈아입습니다. 
설빔으로 갈아입은 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빚습니다. 
차례는 조상께 음식을 올림으로써 존경을 표현하는 행사입니다. 
5) 세배를 하면서 서로 일년 동안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듣기 연습 5.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국에서 무엇을 맞이합니까? 
아침에 무엇을 갈아입습니까? 
옷을 갈아입은 후에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세배를 하면서 무엇을 기원합니까? 

 
IX. 읽기: 

2월 23 일이 러시아 명절 
오늘은 큰 명절입니다. 2월 23 일입니다. 은별이 시장에 갑니다. 고추, 

고기, 생선, 새우, 마늘, 배추, 주스를 삽니다.  새우와 생선이 비싸지만 건강에 
좋습니다. 은별이 저녁에 샐러드를 만듭니다. 야채를 자릅니다. 닭고기와 
생선을 볶습니다. 은별이 부모님과 함께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Тема: Обучение 

제목 “우리 학교” 
 

I.복습하기: 
발음연습 1: 선생님을 따라 해  보세요. 

풍선 
더 크게더 크게  
풀어 봐 얘 
풍선 

난 터져도 
겁이 안나 얘 
그렇지만 속으로 
쫘금은 겁이나 

 
발음연습 2: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1) 7 학년학생, 2) 학년에, 3) 재미있는 과목, 4) 학교의 학생, 5) 원래, 6) 
사이좋은, 7) 4 번의방학기간, 8) 25 명, 9) 3개의 시험, 10) 여학생이, 11) 
명이고, 12) 남학생이, 1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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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연습 3: 다음 단어를 통역하세요. 
1) 구월 초하루, 2) 방학, 3) – 에게 가르치다, 4) 장기, 5) 연극, 6) 산수시간, 7) 
국어시간, 8) 담임선생님, 9) 과목, 10) 어렵다 

 
복습연습 4: Образуйте определительную форму. 

К.Г. согласный +은;  К.Г. гласный +ㄴ;  К.Г. 있다/없다 + 는 
К.Г. “ㄹ” + ㄴ иㄹ исчезает 
К.Г. “ㅂ”+운 иㅂ исчезает 

  1)방학이 길다- 
2) 선생님이 공부하다 - 
3) 과목이 재미있다 - 
4) 선생님이 엄격하다 - 
5) 학생이 사이좋다 – 
6) 시험이 어렵다 -  

 
복습 연습 5: 다음 문장을 번역하세요. 
1)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 우리 학습이 구 월 초하루부터 시작됩니다. 
3) 제일 긴 방학이 여름 방학입니다. 
4) 우리 학교는 최고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공부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재미있는 괴목을 배우고 있기때문입니다. 

5) 우리 학교의 학생만 두개의 외국어 즉 영어와 한국어 아니면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복습 연습 6: 빈칸에 단어를 쓰고 문장을 읽고 번역하세요.  
1) 우리 _______이 구월 초하루부터 시작됩니다. (학습, 방학, 시험) 
2) 우리 학교는 ______ 학교입니다. (큰, 최고, 작은) 
3) _______을/를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재미있습니다. (물리학, 산수시간, 
외국어) 

4) 원래 우리는  ________을 보겠습니다. (시험, 국어시간, 체육) 
5) 산수시간의 시험을 ________로 보고 두 개의 시험을  ______로  
보겠습니다. (필기, 구두)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과목- учебный предмет, 수업- урок, 산수시간- математика, 국어시간- род-
ной язык, 역사학- история, 지리학- география, 체육- физкультура, 외국어-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영어, 한국어/ 한국말, 중국어), 물리학- физика, 화학-
химия, 문학- литература, 생물학- биология. 
2) 시험- экзамен, 시험을 보다-сдавать экзамен, 시험에 떨어지다-провалиться 
на экзамене, 필기 시험-письменный экзамен, 구두 시험- устный экзаме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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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쉽다- быть легким,                       어렵다- быть трудны 
재미있다- быть интересным,         재미없다- быть неинтересным 
4)구경하다- обозревать, осматривать  
 예: 지난 방학에 우리 반은 모스크바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5)최고- самый лучший 
예: 우리 학교는 최고 학교입니다. 
6)장난하다- баловаться 예: 우리 반의 학생들이 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담임선생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7)존경하다- уважать   예: 우리는 담임선생님을 존경합니다. 
8)사이 좋다- быть дружным   예: 우리 학생은 사이좋은 학생입니다. 

 
III.본문:  

우리 학교 
우리는 7 학년학생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이 구월 초하루부터 시작됩니다. 학년에 4번의 방학기간 즉 가을 
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그방학중에 제일 긴 방학이 
여름방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 방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난 
방학에 우리 반은 모스크바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우리 학교는 최고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이 공부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재미있는 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만 두개의 외국어 즉 영어와 한국어 아니면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장기를 배우고 다른 학생은 연극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기와 연극의 
수업이 쉬운데 산수시간과 국어시간에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의 숙제를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수시간과 국어시간의 시험을 
봐야 하 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3 개의 시험을 봅니다. 산수시간의 시험을 필기로 보고 
두개의 시험을 구두로 봅니다. 

  우리 반의 학생들이 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담임선생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그분은 엄격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담임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우리 반은 25 명 즉, 여학생이 12 명이고 남학생이 
13 명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사이가 좋습니다. 

 
IV. 본문연습: 

 

본문연습 1: 다음단어를  번역하세요. 

1) обучение, 2) каникулы, 3) самые длинные каникулы, 4) осмотреть,        
5) самый лучший, 6) образованный учитель, 7) 2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    
8) изучать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трудно, 9) изучать шахматы, 10) всегда 
делать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11) 국어시간의 시험을 보다, 12)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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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험을 필기로 보다, 14) 시험을 구두로 보다, 15) 장난을 많이 

하다, 16) 엄격한 선생님, 17) 존경하다, 18) 여학생/남학생,          

19) 사이좋은 학생, 20) 학교에 대해서. 

  

본문 연습 2: 본문에 따라 단어를 쓰고 읽으며  번역하세요. 

1) 우리는 ________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 학년에 4 개의 ________ 

즉 가을 방학, 겨울 방학, 봄 방학,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3) 

___________ 우리 반은 모스크바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4) 우리 

학교의 학생만 두개의 외국어 즉 ________와 한국어 아니면 영어와 

_________ 배우고 있습니다. 5) 또 어떤 학생이 장기를 _________ 

다른 학생이 연극을 배우고 있습니다. 6) 산수시간의 시험을 ________ 

보고 두개의 시험을 _________ 보겠습니다. 7) 우리 반의 학생들이 

_________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_____________ 엄격한 분입니다. 

 

본문연습 3: 다음 문장을  번역하세요. 

1) 우리 반 학생들은 사이가 좋습니다. 2) 그분은 엄격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담임선생님을 존경합니다. 3) 우리 반의 학생들이 

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담임선생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4) 

장기와 연극의 수업이 쉽지만 산수시간과 국어시간을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5) 외국어를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본문 연습 4: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 우리 학습이 구월 ……………………………………..  

2) 학년에 4 개의 방학기간 즉 ………………………….  

3) 아주 공부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  

4) 우리 학교의 학생만 두개의 외국어 즉 …………………………………… 

5) 또 어떤 학생이 장기를 

배우고 ……………………………………………… 

6) 산수시간의 시험을 필기로 보고 …………………………………………… 

7) 우리 반의 학생들이 장난을 많이 ………………………………………… 

 

본문 연습 5: 다음 문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세요. 

이 말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1) 우리는 9학년학생입니다.  

2) 우리 학습이 삼월 초하루 부터 시작됩니다.  

3) 그방학중에 제일 긴 방학이 겨울방학입니다.  

4) 지난 방학에 우리 반은 한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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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학교의학생만 두개의 외국어 즉 영어와 한국어 아니면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6) 원래 우리는 5개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7) 우리 반은 25 명 즉 여학생이 12 명이고 남학생이 13 명입니다. 

 

본문 연습 6: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우리는 몇학년학생입니까? 

2) 방학중에 어떤 방학이 제일 깁니까? 

3) 지난 방학에 우리 반은 어디를 갑니까? 

4) 왜 우리 학교는 최고 학교입니까? 

5) 어떤 재미있는 과목을 배웁니까? 

6) 몇 개의 시험을 보겠습니까? 어떤 시험을 배우겠습니까? 

7) 왜 우리 선생님은 엄격한 분입니까? 

 

V.  대화: 

이라: 사샤야, 안녕? 새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봐. 거기에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니? 

사샤: 응, 좋아해. 그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재미있지만 쉽지 않아. 

이라: 일주일에 몇 개의 과목을 배우고 있니? 

사샤: 9 개의 과목 즉 한국어 4번씩 하고 산수시간 5 번씩하고 외국어 2 

번씩하고 지리학, 역사학, 체육학, 물리학, 문학, 음악수업이 있어. 

이라: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사샤: 음악이야. 

 

대화 연습 1: 이라와 사샤의 대화에 따라 틀린 것을 고쳐 주세요. 

이라: 사샤가 새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재미있고 쉽습니다. 

사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라: 사샤가 5 개의과목이 있습니다. 

사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라: 사샤의 좋아하는 과목이 산수시간입니다. 

사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I. 문법연습: 

문법 자료:   

• деепричастие цели (으) 러 가다 / 오다 

• противительное деепричастие 지만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Показателем деепричастия цели яляется присоединение к корню глагола 
морфем 러/ 으러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на что заканчивается корень глагол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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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сли на гласный,то러, если на согласный,то으러. Это деепричастие указыва-
ет на то, что действие, выраженное им, служит целью другого действия, вы-
раженного глаголом движения (가다, 오다 и т.д.), например, 모스크바를 
구경하러 방학때에 거기에 갔습니다. – На каникулах мы ездили в Москву с 
целью ознакомления.  
2) Показателем противительного деепричастия является окончание지만, ко-
торое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временной основе предикатива и к временным суф-
фиксам. Это деепричастие служит для выражения: 

• контраста или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я содержания главного и придаточ-
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например, 외국어를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 Хотя изучать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трудно, но интерес-
но; 

• может указывать га уступ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предложениями, когда одно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ается вопреки другому, 
например, 그분은 엄격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담임선생님을 존경합니다. – Несмотря на его строгость, он нас любит, 
и мы его очень уважаем.  

 

문법연습 1: Вставить частицы. 

1) 우리__ 학교__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 우리 학습__ 구월 

초하루___  시작됩니다. 3) 학년__ 4 개__ 방학기간 즉 가을 

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4) 지난 방학__ 

우리 반__ 모스크바__ 구경하러 갔습니다. 5) 아주 공부한 

선생님들__ 우리___ 가르치고 재미있는 과목__ 배웁니다. 

 

문법연습 2: 다음 문장을 통역하세요. 

1) 이번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갑시다. 2)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갑니다. 3) 쇼핑하러 백화점에 갑니다. 4) 운동을 하러 수영장에 다닙니다. 

5)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왔습니다.  

 

문법연습 3: Соедините 2 предложения в одно. 

1) 지난 방학에 우리 반은 모스크바를 구경하다. 갔다. 

2) 새 학생이 우리 학교에 두 개의 외국어를 공부하다. 왔다. 

3) 이분은 우리 학교에 장기를 가르치다. 오셨다. 

4) 나의 친구는 다음 주 우리 학교에 한국어를 공부하다. 가겠다. 

5) 안냐는 내집에 숙제를 하다. 가다. 

  

문법연습 4: 다음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으)러 가다/오다”를 사용해서 말해 보십시오. 

보기: 제임스씨는친구를 만나러커피숍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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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가는 곳 할일 

제임스 커피숍 친구를 만나다 

애니 백화점 옷을 사다 

마이클 이발소 머리를 자르다 

루크 김포공항 친구를 마중하다 

유진 동해안 수상 스키를 타다 

  

문법연습 5: 다음 문장을 통역하세요. 

1) 외국어를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2) 장기와 연극의 

수업이 쉽지만 산수사간 과 국어시간을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3) 

우리 반의 학생들이 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담임선생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4) 그분은 엄격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담임선생님을 존경합니다. 5) 우리는 산수시간과 국어시간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집에서 숙제를 항상 합니다. 

 

문법연습 6: 다음 문장을 연결하세요. 

1) 저는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동생은 권투를 제일 

좋아해요. 

2) 어머니는 꽃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해요. 

3) 운동은 건강에 좋다. 그렇지만 컴퓨터가건강에 나쁘다. 

 

문법연습 7: 다음 문장을 통역하세요. 
1)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ш класс ездил в Москву, чтоб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ей. 2) 
Из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нтересное, но трудное. 3) Та как наши учени-
ки сильно балуются, поэтому наш учитель строгий. 4) Классный руководи-
тель строгий, но она нас любит, и мы ее уважаем. 5) Уроки по шахматам и 
театру легкие, а математика и родной язык трудные. 
 
VII. 말하기 연습: 

 

말하기 연습 1: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말하기 연습 2: 친구에게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VIII. 듣기연습: 

 

듣기 연습 1: 문장이 맞으면 + 하고 틀리면 – 하세요. 

1) 원래 우리는 3 개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2) 저는 한국어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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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시험은 쉬운데 재미있습니다. 

4)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러가을에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문장 1) 2) 3) 4) 

+ / -     

 

듣기 연습 2: 빠진 단어를 쓰세요. 

1) 우리는 올해 곧 ___________을 보겠습니다. 

2) ___________ 우리는 2 개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3) 모든 학생들이 ______________의 시험을 필기로 보고 다른 시험을 

마음대로 보겠습니다. 

4) 많은 학생들이 __________, 지리학, 물리학을 골랐습니다. 

5) 우리 반의 학생들이 시험 ______를 열심히 합니다. 

6) 좋은 _________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7) 저는 ___________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8) 한국어 시험은 쓰기, 읽기, ___________, 듣기입니다. 

9) 한국어 시험은 ___________ 재미있습니다. 

10) 한국어를 더 많이 __________ 여름에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말하기, 준비, 배우러, 시험, 국어시간, 원래, 어려운데, 점수, 산수시간, 

한국어) 

문장 빠진 단어 

문장 1 번  

문장 2 번  

문장 3 번  

문장 4 번  

문장 5 번  

문장 6 번  

문장 7 번  

문장 8 번  

문장 9 번  

문장 10 번  

 

듣기 연습 3: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1) 우리는 몇개의 시험을 보겠습니까? 

가) 5                                        나) 3                                   다) 2 

2) 학생들이 어떤 시험을 필기로 보곘습니까? 

가) 산수시간                          나) 국어시간                      다) 지리학 

3) 주인공은 어떤 시험을 보고 싶어합니까? 

가) 영어                               나) 한국어                          다)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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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시험은 어떻습니까? 

가) 한국어 시험은 어려운데 재미있습니다. 

나) 한국어 시험은 쉬운데 재미있습니다. 

다) 한국어 시험은 어려운데 재미없습니다. 

5) 왜 주인공은 한국으로 가겠습니까? 

가) 한국을 구경하러                 

나) 한국에서 친구를 만나러   

다)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러 

 

 

Тема: «Покупки» 

제목 «쇼핑» 

I. 복습하기: 

 

발음연습 1: 단어를 선생님을 따라 읽으십시오. 

1) 시장, 2) 갔습니다, 3) 쇼핑의 종이, 4) 슈퍼마켓 – 슈퍼마켓에, 5) 

소시지, 6) 설탕, 7) 소금, 8) 쌀 – 살, 9) 맛있는 – 맛있게, 10) 옷가게, 11) 

들렀습니다, 12) 나이트글랍, 13) 친절하게, 14) 집옆에 있는 섬점, 15) 

읽기 

 

복습연습 2: «와/과 함께» 사용하며 단어를 읽고 통역하세요. 

1) 고모, 2) 친구, 3) 저, 4) 어머님, 5) 담임선생님, 6) 아버지, 7) 동생, 8) 

파패원, 9) 우리, 10) 학생  

 

복습연습 3: 문장을 통역하세요. 

1) 시장에 가기 전에 고모는 쇼핑에 대한 긴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2) 

맛있는 고기와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3) 저녁에 고기와 생선으로 

맛았는 음식을 요리하겠습니다. 4) 제가 다음 주말에 나이트글랍에 가기 

때문에 새옷을 사고 싶었습니다. 5) 옷을 산 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6) 

새로운 책을 보러 그 섬점에 자꾸 옵니다. 7)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쇼핑을 했습니다.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시장 – рынок  

예: 시장에 가기 전에 고모는 쇼핑에 대한 긴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2) 슈퍼마켓 – супермаркет 

예: 제일 먼저 우리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3) 옷가게 – магазин, в котором продают одежду, 서점 – книжный 

магазин 

예: 우리는 집 옆에 있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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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리하다 – готовить еду 동의어: 음식을 만들다 

요리사 – повар, 요리법 –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예: 저녁에 고기와 생선으로 맛았는 음식을 요리하겠습니다. 

5) 나물 – зелень예: 우리는 나물을  샀습니다. 

6) 집에 가는 길에 – по дороге домой 

들르다 – заходить куда-либо  

예: 집에 가는 길에 우리는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6) 들어가다 – входитькуда-либо, 동의어: 나가다 – выходить  

예: 우리는 옷가게에 들어가고 핀매원을 만났습니다. 

7) 판매원 – продавец, 팔다 – продавать 동의어: 사다 

8)  친절하게 – вежливо 친절하다 – быть вежливым, добродушным 

도의어: 악하다 

예: 그 여자는 친절하게 옷을 보여 주었습니다. 

9)마음에 들다 нравиться, быть по душе 동의어: 좋아하다 

마음에 드는 옷 – одежда, которая понравилась 

입어보다 – примерять, 갈아입다 – переодеваться 

블라우스 – блузка, 치마 – юбка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치마 – юб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блузке 

예: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보고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치마를 샀습니다. 

10) 기분이 좋아지다 – настроение улучшается예: 옷을 산 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III.본문:  

지난 주말에 쇼핑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고모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기 전에 

고모는 쇼핑에 대한 긴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소시지와 

설탕과 소금과 쌀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고기와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고모는 고기와 생선을 고르고 샀습니다. 저녁에 고기와 

생선으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나물을  

샀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우리는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제가 다음 주말에 

나이트클럽에 가기 때문에 새옷을 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옷가게에 

들어가서 판매원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친절하게 옷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보고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치마를 샀습니다. 

옷을 산 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또 우리는 집옆에 있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저는 읽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을 보러 그 서점에 자주 옵니다.  

우리는 아주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8 시부터 저녁 5 시까지 

쇼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물건을 모두 다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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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본문연습: 
 
본문연습 1: 단어를 연결하세요 

1) 시장에                                                      1) 사고 싶었습니다. 
2) 쌀을                                                         2) 치마를 샀습니다. 
3) 생선을                                                      3)들렀습니다. 
4) 맛있는 음식을                                            4) 저녁 5시까지 
5) 옷가게에                                                   5) 샀습니다. 
6) 새옷을                                                      6) 요리하겠습니다. 
7) 판매원을                                                   7) 고르고 샀습니다. 
8)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8) 좋아졌습니다. 
9) 기분이                                                      9) 갔습니다. 

10)아침 8시부터                                            10) 만났습니다. 
                                                                     

본문연습 2: 문장을 짓고 읽고 통역하세요. 
1) 대한, 준비했습니다, 고모는, 시장에 , 쇼핑에, 가, 긴, 기 전에, 종이를  

2) 소금과, 소시지와, 거기에서, 쌀을, 샀습니다, 우리는, 설탕과  

3) 생선을, 고모는,  샀습니다, 잘 생긴,  고기와, 고르고, 제가  

4) 주말에, 새옷을, 나이트글랍에, 사고, 가기 때문에, 싶었습니다, 다음 

5) 읽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본문연습 3: 문장이 맞으면 “+” 하고 틀리면 “-” 하세요. 

1) 지난 주말에 제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2) 제일 먼저 우리는 시장에 갔습니다. 
3) 아침에 고기와 생선으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겠습니다. 
4) 집에 가는 길에 우리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5) 우리는 옷가게에 들어가고 파매원을 만났습니다. 
6)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보고 블라스에 어울리는 치마를 샀습니다. 
7) 또 우리는 학교옆에 있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8) 우리는 아주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8 시부터 저녁 5 시까지 

쇼핑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연습 4: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1)지난 주말에 주인공은 누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까? 

2)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샀습니까? 
3) 저녁에 무엇으로 음식을 요리하겠습니까? 
4) 왜 집에 가는 길에 옷가게에 들렀습니까? 
5) 옷가게에 들어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6) 파매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7) 또 어디에 들렀습니까? 
8) 왜 아주 피곤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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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대화: 

시장에서 

한나씨: (남편에게) 제가 점심식사를 요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사러 

시장에 가겠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무엇을 살까요? 

한나씨: 제일 큰 양배추와 한킬로의 감자를 사고 싶습니다. 

아주머니: 네, 알겠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가요? 

한나씨: 또 과일 즉 6개의 귤과 2킬로의 사과를 살 것입니다. 

아주머니: 포도를 사십시오. 

한나씨: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보다 귤과 사과를 더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주머니: 네, 또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VI.문법연습: 

문법 자료:  

• Сравнительная степень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 Превосходная степень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 «корень глагола + 고 싶다 / 고 싶어하다» - категория 

желания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Значение сравн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выражентся с помощью наречия  더 «бо-
лее», которое используется перед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и при помощи сравни-
тельной частицы 보다, которая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е объекта сравнения. 
Субъект сравнения оформ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падежом, например, 이 사과는 저 
사과보다 더 맛았습니다. – Это яблоко вкуснее, чем то яблоко.  
2) Значение превосходной степени передается при помощи исконно корей-
ского слова 가장 «самый» или его китайского эквивалента 제일, например, 
가장 큽니다 – самый большой, 제일 예쁩니다 – самая красивая. 
Для пердачи значения превосходной степен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может также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конструкция с послелогом кита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중, ко-
торвй чаще всего используется с дательным падежом или дательно-местным 
падежом, например, 중에 / 중에서. 야채주에(서) 감자는 제일 유명합니다. – 
Среди овощей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овощ – это картофель. 
3) Простое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образуется при помощи параллельных суффик-
сов 았/었/였. Выбор формы суффикса  зависит от гласной в последнем слоге 
глагола в деепрчастной форме предществования 1. Если в последнем слоге 
светлый гласный – ㅏ,ㅗ, то присоединяем светлый суффикс 았, если темный 
гласный – 었,например, 가다 – 가 – 았 – 갔 다, 먹다 – 먹 – 었 – 먹었다. Су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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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икс 였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и сливается, если глагол в деепричастной форме 
предшествования 1 заканчивается на ㅕ, например, 기다리다 – 기다려 – 
기다렸다. Глаголы на 하다 имеют форму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했다, напри-
мер, 공부하다 – 공부했다. 
4) Модальная категория желания выражается 2 способам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лица. Если субъектом является 1 лицо, например, я, мы, то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присоединяем 고 싶다,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고 싶어하다, но 
чаще всего встречается с 3 лицом. 
 

VII.말하기연습: 

 

말하기 연습 1: «가» 의 쪽의 질문을 고르고 «나»의 쪽에서 대답을 

읽으십시오. 

 

가 나 

1) 당신의어머님은 쇼핑을 자꾸 

합니까? 

2) 보통 식구중에 누구는 빵을 

삽니까? 

3) 사람들이 시장에서 무엇을 

삽니까? 

4) 동생은 소시지를 

좋아합니까? 

5) 이 남자는 그 남자보다 키가 

더 큽니까? 

6) 당신은 날마다 몇개의빵을 

삽니까? 

7) 이고기는 얼마입니까? 

8) 시간이 없으면 저에게 

소금을 사줄까요? 

1) 제가 날마다 두개의 빵을 

삽니다.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때문입니다. 

2)  예, 사겠습니다. 

3) 이고기는 십만원입니다. 

4) 예, 동생은  소시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5) 예, 우리 어머니는 쇼핑하기를 

좋아합니다. 

6) 우리 가족에은 여동생이 빵을 

삽니다. 

7) 아닙니다. 키가 같습니다. 

8) 사람들이 시장에서 야채와, 

과일과 나물을 삽니다.  

 

 

말하기 연습 2: 대화를 완성하세요. 

파매원: 어서 오세요! 무엇을 살까요? 

손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매원: 빵이나 초코파이입니까? 

손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매원: 몇개의빵을 살까요? 

손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매원: 써주거나 봉지에 넣을까요? 

손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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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듣기연습: 

 

듣기 연습 1: 잘 듣고 맞는 단어를 골라 주세요. 

1) 가) 도끼                        나) 토끼                          다) 도기 

2) 가) 꼬리                        나) 고리                          다) 코리  

3) 가)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나) 가게에 가고 있습니다 

    다)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4) 가) 새로운 꼬리를 사는데 

    나) 새로운 꼬리를 사셨는데 

    다) 새로운 꼬리를 샀는데 

5) 가) 아이구, 꼬리가 좋구나! 

    나) 아이구, 꼬리가 좋아! 

    다) 아이구, 꼬리가 좋아요! 

6) 가) 아주 슬퍼집니다. 

    나) 아주 슬픕니다. 

    다) 아주 슬퍼졌습니다.  

 

듣기 연습 2: Прослушайте внимательно и соедините правильно: 

1)옛날에 꼬리가 없는                                1) «꼬리를 사고 싶습니다.» 

2) 어느날에 토끼는                                   2) 여우를 만났습니다. 

3)«무엇을 사실까요?»                          3) 아주 기뻐했습니다. 

4)가게에서 여우는새로운 꼬리를 샀는데       4) 토끼를 보았습니다. 

5) 이시간에 개아저씨가 산보하고                5) 토끼에게 안 샀습니다. 

6) 토끼는 이 작은 꼬리를 붙이고                 6) 토끼가 살았습니다. 

 

듣기 연습 3: Отметить правильность высказывания. 

1) 토끼는 여우보다 더 긴 꼬리가 가지고 싶어합니다. 

2) 여우는 «제가 쇼핑하러 가게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3) 집에 가는 길에 토끼를 만났습니다. 

4) «아이구, 꼬리가 좋구나! 그러나 저에게 샀습니까?» 

«아닙니다. 이꼬리밖에 아무꼬리도 없습니다.» 

5) 토끼는 이 작은 꼬리를 붙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듣기 연습 4: 떨어진 단어를 써 보세요. 

어떻게 토끼는 작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___________ 토끼가 살았습니다. 토끼는 ________ 더 긴 

꼬리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어느날에 토끼는 _______ 만났습니다. 

토끼는 «여우씨,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우는 «저는 _______ 가게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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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사고 싶어요?» 

«________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우씨는 제일 길고 _______ 꼬리가 있습니다. » 

«저는 _______ 꼬리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꼬리가 이꼬리보다 

더 길고 아름답습니다. » 

«여우씨, ______, 저에게 꼬리를 사십시오. 제가 꼬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약속하고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에서 여우는 새로운 꼬리를 

_______ 토끼에게 안 샀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토끼를 만났습니다. 

«아이구, 꼬리가 _______! 그러나 저에게 샀습니까?» 

«아닙니다. 이꼬리밖에 아무꼬리도 없습니다.» 

이말을 들은 후에 토끼는 _____ 슬퍼졌습니다. 이시간에 개아저씨가 

산책하다가 토끼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모든 ______ 꼬리가 있는데 저만 꼬리가 없습니다.» 

«제가 도와 줄게요.»  

개는 멀리서 _______ 보고 고양이의 꼬리의 덩어리를                 

떨어지고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이 작은 꼬리를 붙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Тема: «Хобби» 
제목«사람마다 취미가 있어요» 

 
I. 복습하기: 

 
복습 연습 1: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1) 취미, 2) 오빠의, 3) 꽃을, 4) 많은, 5) 연락하다, 6) 그렇지만, 7) 같이, 8) 
없이, 9) 체조를 하다, 10) 권투 

 
복습 연습 2: 보기를 보고 연습하세요. 
<보기>: 저는 한국어를  (배우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재미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1) 저는 운동에 취미를 (가지다). 왜냐하면 취미는 건강에 아주 (좋다). 
2) 우리 오빠는 날마다 컴퓨터를 (치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과 (연락하다). 

3) 어머님은 꽃을 아주 (즐기다). 왜냐하면 꽃이 우리 집을 (아름답게 하다). 
4) 아버지는 주말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다). 왜내하면 아버지는 낚시에 
취미를 (가지다). 

5) 동생은 날마다 친구와 같이 (장기를 두다). 왜냐하면 자주 장기경기에 
(참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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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연습 3: 두 문장을 연결하세요. 
Деепричастие цели: О. Г+ (으) 러- «_____, чтобы _____». 
 
<보기>:  지난 방학에 우리 반은 모스크바를 구경하다. 가다.- 지난 방학에 
우리 반은 모스크바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1) 아버지는 주말마다 물고기를 잡다. 가다. 
2) 장기경기에 1등을 이기다. 동생은 장기 클랍에 가다. 
3) 저는 달리기하다. 운동장에 가다. 
4) 오빠는 컴퓨터를 치다. PC방에 가다. 
5) 손님은 꽃을 즐기다. 우리 집에 오다.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취미- хобби, ... 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 увлекаться чем- либо; 
예: 1) 사람마다 취미가 있어요. 2) 저는 운동에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2. 꽃- цветы, 꽃을 가꾸다- выращивать цветы, 꽃에 물을 주다- поливать 
цветы; 

예: 1) 어머님은 꽃을 아주 좋아해요. 2) 어머님을 꽃을 가꾸기 좋아해요. 
      3) 날마다 어머님은 꽃에 물을 줘요. 
3. 낚시- рыбалка, 낚시를 하다- рыбачить; 
예: 1) 아버지는 낚시 없이 살 수 없어요. 
4. 장기- шахматы, 장기를 두다- играть в шахматы; 
예: 1) 동생은 장기를 좋아해요. 2) 그는 친구와같이 장기를 둬요. 
5. 건강에 좋다- быть полезным для здоровья, 건강에 나쁘다- быть вредным 
для здоровья; 

예: 우동은 건강에 좋아요. 
6. 달리기하다- бегать; 
예: 저는 운동장에서 달리기해요. 
7. 권투- бокс, 권투를 하다- заниматься боксом; 
예: 저는 화요일, 목요일에 권투를 해요. 
8. 수영- плавание, 수영하다- плавать; 
예: 가끔 금요일, 토요일 수영장에 가서 세시간 동안 수영해요. 
9. 가득차있다- быть переполненным; 
예: 우리 집은 꽃으로 가득차 있어요. 
10. 마음에 들다- нравиться, 동의어: 좋아하다 
예: 동생은 많은 것이 마음에 들어요. 
11. 참가하다-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예: 동생은 장기경기에 참가해요. 
12. 응원하다-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го- либо, ободрять; 
예: 우리는 항상 동생을 응원해요. 
13. 의견에 반대하다- не соглашаться с чьим-то мнением, 의견에 찬성하다 - 
соглашаться с чьим-то мнение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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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빠는 제 의견에 반대해요. 
14. ...에 이기다- выигрывать в чем- то, ...에 지다- проигрывать в чем- то; 
예: 그는 경기에 이기고 져요. 

 
III. 본문:                     사람마다 취미가 있어요. 

 
  사람마다 취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의 취미는 운동이에요. 오빠의 

취미는 컴퓨터예요. 어머님은 꽃을 가꾸기 좋아해요. 아버지는 낚시 없이 살 
수 없어요. 또 저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장기를 
제일 좋아해요. 

  처음으로 제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저는 운동에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체조를 해요. 월요일, 수요일에 
달리기하러 운동장에 가요. 또 화요일, 목요일에 권투를 해요. 가끔 금요일, 
토요일 수영장에 가서 세시간 동안 수영해요. 

  우리 오빠는 날마다 오래 시간 동안 컴퓨터를 쳐요. 왜냐하면 그 분은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과 연락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오빠는 컴퓨터를 하러 
PC방에 가요. 제 생각에는 컴퓨터가 건강에 아주 나빠요. 그렇지만 오빠는 
제 의견에 반대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건강에 나쁜데  오빠는 날마다 PC방에 
가요. 

  어머님은 꽃을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집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어머님은 꽃을 보고 꽃에 물을 줘요. 그래서 우리 
집은 꽃으로 가득차 있어요. 집 앞에도 꽃이 많아요. 손님은 꽃을 즐기러 우리 
집에 와요. 

  아버지는 주말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낚시에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물고기로 국을 끓여  
먹어요. 동생은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이것 중에 그는 장기를 아주 
좋아해요. 동생은 장기경기에 1 등을 이기러 장기 클럽에 가요. 또 동생은 
친구와 같이 장기를 둬요. 왜냐하면 자주 장기경기에 참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경기에 이기기도 하 고 지기도 해요. 우리는 항상 동생을 응원해요.  
 

IV.본문 연습: 
 
본문 연습 1: 다음단어를 통역하세요. 
1) 취미, 2) 운동, 3) 참가하다, 4) 낚시, 5) 장기, 6) 체조를 하다, 7) 건강에 
좋다, 8) 달리기하다, 9) 권투를 하다, 10) 연락하다, 11) компьютерный 
зал, 12) по-моему мнению, 13) не соглашаться с моим мнением, 14) 
поливать цветы, 15) быть переполненным, 16) наслаждаться, 17) нра-
виться, 18) выиграть, 19) соревнование по шахматам, 20) поддержи-
ва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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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습 2: 연결하세요. 
1) 꽃을                                                1) 치다 
2) 취미를                                             2) 이기디 
3) 건강에                                             3) 가꾸다 
4) 컴퓨터를                                         4) 가지고 있다 
5) 인터넷에서                                     5) 나쁘다 
6) 의견에                                             6) 잡다 
7) 물고기를                                         7) 연락하다 
8) 장기경기에                                     8) 반대하다 
 

본문 연습 3: 단어를 잦아 주세요. 
참 가 하 다 꽃 을 가 꾸 다 건 
응 장 기 취 달 리 기 하 다 강 
원 낚 시 미 의 견 에 권 투 에 
하 마 음 에 들 다 반 강 에 좋 
다 가 득 차 있 다 대 건 나 다 
수 컴 퓨 터 PC 방 하 다 쁘 다 
영 하 다 의 견 에 찬 성 하 다 

 

본문 연습 4: 맞는 조사를 써 보세요. 
1) 형__ 취미__ 컴퓨터예요. 2) 동생__ 여러 취미__ 가지고 있는데 장기__ 
제일 좋아해요. 3) 제 생각하기___ 컴퓨터__ 건강__ 아주 나빠요. 4) 
컴퓨터__ 건강__ 나쁜데  오빠__ 날마다 PC 방__ 가요. 5) 날마다 
어머님__ 꽃__ 보고 꽃__ 물__ 줘요. 6) 아버지__ 낚시__ 취미__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7) 우리__ 주말__ 물고기__ 국__ 먹어요. 8) 
장기경기__ 1 등__ 이기러 동생__ 장기 클럽__ 가요. 9) 그__ 경기__ 
이기고 져요. 10) 우리__ 항상 동생__ 응원해요.  

 

본문 연습 5: 다음 문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세요. 
그 말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1) 저의 취미는 컴퓨터예요. 형의 취미는 운동이에요. 
2) 동생은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권투를 제일 좋아해요. 
3) 일요일, 목요일 달리기하러 운동장에 가요. 
4) 또 화요일, 목요일에 장기를 해요. 
5) 제 생각하기에는 컴퓨터가 건강에 아주 나빠요. 
6) 손님은 꽃을 즐기러 우리 집에 와요. 
7) 아버지는 날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8) 그러나 이 것 중에 그는 장기를 아주 좋아해요. 
9) 장기경기에 1등을 이기러 동생은 장기 클랍에 가요. 
10) 그는 경기에 이기고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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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습 6: 다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대답을 쓰세요. 
가: 나: 
1) 이본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 이 본문의 이름은 ____________. 
2) 주인공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2) 주인공의 취미는 _____________. 
3) 가족은 몇명입니까? 3) 가족은 ____ 명입니다. 
4) 언제 우리는 물고기로 국을 
먹습니까? 

4) 우리는 _______ 물고기로 국을 
먹습니다. 

5) 동생은 어떤 취미를 가집니까? 5) 동생은 ____ 취미를 가집니다. 
6) 동생은 무엇에 자주 참가합니까? 6) 동생은 ______ 자주 참가합니다. 

 
본문 연습 7: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왜 형은 컴퓨터에 취미를 가집니까? 
2) 왜 어머님은 꽃을 좋아합니까? 
3) 왜 주인공은 건강에 취미를 가집니까? 
4) 왜 동생은 장기 클럽에 갑니까? 
5) 왜 사람들이 취미가 있습니까? 
 
V.  대화: 
마이클: 제임스씨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제임스: 제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마이클씨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마이클: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임스: 좋은 취미를 가졌는데 언제부터 사진을 찍었습니까? 
마이클: 고등 학교 때부터 찍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배한테서 처음 
배웠습니다. 
제임스: 주로 어디에서 사진을 찍습니까? 
마이클: 저는 경치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제임스: 저도 자주 그림을 그리러 여행을 갑니다. 이번 주말에는 부산에 
가겠습니다. 
마이클: 저도 지난 주말에 부산에 가고 싶었는데 비가 와서 못 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가겠습니까? 
제임스: 좋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립시다. 
마이클: 네, 그럽시다. 
 
대화 연습 1: 다음 단어를 통역하세요. 

1) хобби, 2) увлекаться чем-либо, 3) школа, 4) изучать, 5) гора, 6) море,    
7)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8) выходные, 9) идет дождь, 10) плава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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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연습 2: 다음 단어를 외우세요. 
1) 여러 취미:음악 감상- музыка, 여행- путешествие, 낚시- рыбалка, 그림 
그리기- рисование, 우표 모으기- филателия, 운동- спорт, 등산- альпи-
низм, 사진 찍기- фотографирование 

2) 초학교-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중학교- средняя школа, 고등학교- старшая 
школа 

3) 후배- младшеклассник, 선배- старшеклассник 
4) 경치- пейзаж природы 
 
대화 연습 3: 맞는 단어를 쓰세요. 

마이클: 제임스씨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제임스: 제 취미는 __________입니다 (우표 모으기, 음악 감상, 등산). 
마이클씨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마이클: 저는 __________을/를 좋아합니다 (여행, 낚시, 운동). 
제임스: 좋은 취미를 가졌는데 언제부터 _________습니까 (여행을 하다, 
낚시를 하다, 운동을 하다)? 
마이클: _______ (유치원, 초 학교, 중학교) 때부터 ______ (여행, 낚시, 운동) 
시작했습니다. ______한테서 (학교 선배, 아버지, 오빠/형) 처음 배웠습니다. 
제임스: 주로 어디에(서) _____________ (여행을 하다, 낚시를 하다, 운동을 
하다)? 
마이클: 저는 _________을/를 (외국, 경치, 농구) 좋아합니다. 그래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가다, 주말 때마다 물고기를 잡다, 날마다 농구장에 가다)  

 
VI.문법 연습:  

문법 자료:  

• неофициальный стиль,  
• сложное будущее время 
• деепричастие общей связи 은데 / 는데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Вежливо-неофициальная речь является признаком уважительных отно-
шений между людьми безотносительно к их официальному статусу. Показа-
телем вежливо-неофициальной речи являются 3 параллельных окончания 
아요 / 어요 / 여요. Выбор окончаний зависит от гласной в последенм слоге. 
Окончание아요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ам, содержащим в последнем слоге 
гласный 아, 오. Напрмер, 보다 – 보 + 아요 = 보아요. Окончание  
어요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ам, содержащим в последнем слоге остальные 
гласные, например, 먹다 – 먹 + 어요 = 먹어요 Окончание여요 присоединяет-
ся только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하다. В разговорном язык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ариан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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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например, 공부하다 – 공부하 + 여요 = 공부해요. Существуют следующие 
виды слияний двух гласных: 

• слияние гласного окончания 아 или 어 с одинаковым конечным глас-
ным основы в один гласный, например, 가다 – 가 + 아요= 가요; 서다 – 서 + 
어요= 서요 

• слияние гласного окончания아 или 어 с конечными гласными основы 
오 или 우  в дифтонгоиды 와  и 워, наприер, 오다 – 오 + 아요 = 와요; 배우다 
– 배우 + 어요 = 배워요 

• слияние окончания 어 с конечным гласным 이 в многосложных основах 
в дифтонгоид 여, например, 다니다 – 다니 + 여요 = 다녀요 
Суффиксами прощедшего времени являются 았, 었, 였. 
От основ прошедшего и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форма вежливо-неофициальной 
речи образуется путем окончания – 어요, наприемр, 썼어요, 아팠어요, 
가겠어요. 
Форма вежливо-неофициальной речи у связок имеет следующие формы, если 
слово заканчивается на согласный, то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이에요, если на глас-
ный, то 예요. 
2) Для связи двух частей сложносочинен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используется дее-
причастие общей связи 은데/는데, которое может присоединяться к времен-
ным суффиксам. Если деепричастие образуется  

• от глагола действия,  
• имеет временные суффиксы,  
• составные глаголы на 있다/없다, 

то следует присоединить форму причастия в настоящем времени – 는, на-
пример, 구경하다 (осматритвать) – 구경하는데, 갔다 – 갔는데, 재미있다 – 
재미있는데. 
Если деепричастие образуется от глаголов качества, то следует присоеди-

нить форму причастия в прошедшем времени, например, 예쁘다 (красивый) – 
예쁜데. Деепричастие общей связи может иметь соединительное, противи-
тельное, причинное, временное  значение. 

 
문법 연습 1: Поставьте глаголы в вежливо-неофициальный стиль. 
1) 가다. 2) 오다, 3) 먹다, 4) 그림을 그리다, 5) 여행하다, 6) 취미를 가지고 
있다, 7) 꽃을 가꾸다, 8) 잡다, 9) 건강에 좋다, 10) 컴퓨터를 치다 

 
문법 연습 2: Образуйте от следующих глаголов в предложениях кате-
горию желания, использую вежливо-неофициальный стиль. 
<보기>: 저는 책을 읽다.- 저는 책을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읽기에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 아버지는 낚시를 하다. 
2) 어머니는 꽃에 물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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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동생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4) 저는 지금 음악을 듣다. 
5) 우리 가족은 외국에 여행하다. 
 
 
 
문법연습 3: Преобразуйт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образцу. 
<보기>: 우리는  숙제를 해요.- 우리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어요.- 내일 
우리는 숙제를 할거예요.   
1) 저는 등산을 가요. 
2) 소피아 씨는 그림을 그려요. 
3) 미라는 노래를 불러요. 
4) 아버지는 신문을 읽어요. 
5) 어머니는 음식을 요리해요. 

 
 문법 연습 4: 읽고 통역하세요. 

한국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 해몽 

맑은 물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운이 있을 겁니다. 
윗니가 빠졌습니다. 손윗사람이 돌아실겁니다. 
아랫니가 빠졌습니다. 손아랫사람이 죽을 겁니다. 
불을 보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겁니다. 
돼지를 보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문법 연습 5: 두  문장을 연결하세요. 
Деепричастие общей связи: О.Г действия + 는데, О.Г качества + 은데 
О.Г + 았/었 +는데 
 

<보기>: 그 분은 염격하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담임선생님을 존경합니다.-그분은 엄격한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담임선생님을 존경합니다. 
1) 동생은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장기를 제일 좋아하다. 
2) 저는 운동을 좋아하다. 그런데 오빠는 컴푸터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 
3) 컴퓨터가 건강에 나쁘다. 그런데 오빠는 날마다 PC방에 가다. 

 
문법 연습 5: 빈 칸에 적당한 말을 아래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우리 집에는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 이름은 
«멍멍이»인데, 참 똑똑합니다. 멍멍이는 우리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도둑이 ______________, 멍멍이가 
짖어서 도둑이 도망을 갔습니다. 멍멍이를 마당에서 ______________, 날씨가 
추운 날은 좀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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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이름은 «야옹이»입니다. 야옹이는 무척 ______________, 
가끔씩 멍멍이하고 싸울 때면 아주 사납습니다. 야옹이 집은 현관에 
____________, 날씨가 추우면 멍멍이가 현관으로 들어와서 싸움이 납니다. 
크기는 멍멍이가 ________________, 싸우면 야옹이가 이깁니다. 

 
기르다 들어오다 크다 있다 얌전하다 
 
VII. 말하기: 
 
말하기연습 1: 여러분 친구의 취미가 무엇인지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4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낚시     
여행하기     
독서     
그림 그리기     
등산하기     
운동     
우표 모으기     
기타     

 
말하기 연습 2: 친구들에게 물어 보세요. 

친구 이름 취미가 뭐예요? 왜 이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사샤 운동이예요. 왜냐하면 건강에 
좋기 때문이에요. 

7 살 부터 
시작했어요. 

    
    

 
말하기 연습 3: 역할 놀이를 하세요.  
1) 친구는 손님으로 오고 너는 자기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친구는 어떤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 보세요. 
2) 가족의 식구는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 취미에 
따라 주말을 보낸다.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에 어떤 일을 할 의논하세요. 
 
말하기 연습 4: 친구 가족의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 보세요. 
 
말하기 연습 5: 가족 식구는 무엇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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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듣기:  
새단어: 1) 시간이 나다, 2) 밖에 나가다, 3) 멋있는 취미, 4) 전혀 못, 5) 
관악산 

 
듣기 연습 1: 빠진 단어를 쓰세요. 
소피아: ________이 나면 뭘 해요? 
수미: 난 주말마다 _______을 가요. 소피아 씨는 _______가 뭐예요? 
소피아: 날씨가 좋으면 ______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요. 
수미: 참 ________는 취미를 가지고 있군요. 난 ______을 전혀 못 그려요. 
소피아: 등산도 아주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________에도 좋고요. 
수미: 이번 _________에 관악산에 가려고 하는데, ________ 갈래요? 
소피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_______를 보면서 그림도 
그리고요. 
 
듣기 연습 2: 문장이 맞으면 “+” 하고 틀리면 “-” 하세요. 
1) 수미의 취미는 운동이에여. 
2) 소피아 씨의 취미는 그림 그리기예요. 
3) 수미는 이번 일요일에 설악산에 갈거예요. 
4) 소피아 씨는 그림 그리러 수미와 같이 갈거예요. 
 
듣기 연습 3: 맞는 답을 고르세요. 
1) 수미는 주말에 무엇을 해요? 
가) 등산을 해요     나) 그림을 그려요       다) 영화를 봐요. 
2) 소피아는 시간이 나면 뭘 해요. 
가) 등산을 해요     나) 그림을 그려요       다) 영화를 봐요. 
3) 수미는 그림을 그려요? 
가) 네       나) 전혀 못      다) 조금 
4) 두 사람은 일요일에 무엇을 할거예요? 
가) 같이 등산을 갈 거예요                 나) 같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다) 같이 관악산에 갈 거예요 
5) 관악산에서 두 사람은 무엇을 할 거예요? 
가) 경치를 보고 그림을 그리다          나) 경치를 보고 들산을 하다 
다) 경치를 보고 공기를 마시다 
 
IX. 읽기 

취미 생활 
• 너희들은 내일 뭐 할 거니? 

• 내일 오후에 야구 시합이 있어. 

• 우리 함께 등산 가는 게 어때? 

• 가고 싶지만 난 오래 걷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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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데 가면 되잖아. 

• 영철아, 야구 그만두고 등산이나 가자. 

• 그럴까? 

• 너희들, 여기에서 뭘 하니? 

• 우리 내일 등산을 가기로 했어. 같이 안 갈래? 

• 잘 됐다. 난 사진 찍고 싶었거든.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 비 오면 영화구경 가자. 

• 그래 그거 좋겠다. 

 

 

Тема: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제목: «사람들은 교통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했을까요?» 

 
I.복습 연습 

복습 연습 1: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2) 지붕이 있는, 2) 집같이, 3) 만들었는데, 4) 밖을, 5) 지하철안에, 6) 네 
명의, 7) 앞뒤에서, 8) 역시, 9) 탔는데, 10) 없는. 

 
복습 연습 2: Измените глаголы в вежливо-неофициальном стиле. 

1) 여행하다, 2) 걷다, 3) 좋아하다, 4) 타다, 5) 재미 없다, 6) 있다,                
7) 바라보다, 8) 만들다, 9) 이용하다, 10) 운반을 하다 

 
복습 연습 3: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Категория желания: О. Г+ 고 싶다 «Я хочу делать что- либо». 
О.Г+ 고 싶어 하다 «Он (она, они) хотят делать что- либо». 

<보기>:  - 블라디에 차를 타고 싶어요? (자연을 바라보다/ 불편하다) 
             - 예, 블라디에 차를 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바라볼수 있 기 
때문이에요. / 아니오, 블라디에 차를 안 타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편하 기 
때문입니다. 
1) 가마를 타고 싶어요? (재미있다/ 창문이 없다) 
2) 친구는 블라디에 차를 타고 싶어 해요? (빨리 이르다/ 앉아서 타면 힘들다) 
3)모스크바에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비행기를 좋아하다/ 요즘은 비행기를 
타면 위험하다) 
4)오빠나 형은 걸어서 여행하고 싶어 해요? (이 것이 취미이다/ 많은 힘이 
필요하다) 
5)동생은 설매를 타고 싶어해요? (아주 즐겁다/ 아주 춥다) 
 
복습 연습 4: Преобразуйт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образцу. 

Сложное будущее время:  
О.Г + 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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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우리 가족은 하와이에 가요.-우리 가족은 다음 해 하와이에 갈거 
예요. 
4) 공주는 가마를 타요. (내일) 
5) 얘들이 광장에서 말을 타요. (겨울) 
6) 올해 쌍크페테르부르그에 비행기를 타요. (다음 해)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가마- корейские носилки, 예: “가마”는 지붕이 있는 네모난 작은 방 

또는 집같이 생긴 것입니다.  
2) 이요하다- использовать, 동의어: 사용하다 
예:  여러분 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했습니까? 
3) 내다보다- выглядывать, 보다- смотреть, 엿보다- подсматривать, 

바라보다- любоваться, 쳐다보다- пристально смотреть, вглядываться; 
예: 가마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조그만 창문이 있어서 밖을 내다볼수 있고 
창문을 닫으면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4) 운반을 하다- перевозить, 예: 사람이 가마에 타면 두 명이나 네 명의 
남자들이 앞뒤에서 가마를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5) 양반- янбан (дворянин), 예: 가마는 보통 양반집 여자분이 높은 양반집 
남자들도 역시 가마를 탔는데 이 때의 가마는 지붕이 없는 
가마였습니다. 

6) 마차- карета, повозка, 예: 부자가 마차를 탈수 있었습니다. 
7) 교통- вид транспорта:말- лошадь, 버스- автобус, 기차- поезд, 지하철- 
метро, 배- пароход, 차- автомобиль, 전차-трамвай, 택시-такси, 
오토바이-мотоцикл, 자전거-велосипед 

8) 타다- садиться в какой-либо вид транспорта, 타고 가다-ехать на ка-
ком-либо виде транспорта, 타고 오다-приезжать, 갈아 타다-
пересаживаться на другой вид транспорта;  

9) 멀미병-морская болезнь, 멀미병에 걸리다- болеть морской болезнью;   
 
III. 본문: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교통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 영화나 박물관에서 “가마” 를 보셨습니까? “가마”는 지붕이 
있는 네모난 작은 방 또는 집같이 생긴 것입니다. 가마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조그만 창문이 있어서 밖을 내다볼수 있고 창문을 닫으면 밖에서 안을 볼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마에 타면 두 명이나 네 명의 남자들이 앞뒤에서 
가마를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가마는 보통 양반집 여자분이나 높은 양반집 
남자들도 역시 가마를 탔는데 이 때의 가마는 지붕이 없는 가마였습니다. 

  여러분 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했습니까?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은 마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부자만 마차를 탈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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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사람들이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대체로 여러가지 교통 즉 
버스, 기차, 지하철, 배, 차를 이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걸어서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재미없습니다. 또 
버스와 지하철 안에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가 없습니다. 
블라디보스턱에 가고 싶으면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비행기를 
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를 타기 싫어합니다. 비행기 안은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자리가 좀 좁아서 불편합니다.  요즘은 배를 
타는 것이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한국에 갈때 배를 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멀미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통을 좋아합니까? 

    한국에서는 버스를 탈때 교통카드를 찍거나 돈통에 돈을 넣습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오면 손님은 운전사에게 “여기에 내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운전사는 손님에게 “다 왔습니다. 여기에 내리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지하철을 타려면 지하철표 아니면 교통카드를 사세요. 
 

IV. 본문 연습: 
 

본문 연습 1: 다음단어를 통역하세요. 
1) 가마, 2) 양반, 3) 여행하다, 4) 교통 수단, 5) 이용하다, 6) 내다보다, 7) 
가마를 메다, 8) 마차를 타다, 9) 부자, 10) 유행, 11) перевозить, 12) любовать-
ся, 13)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ешком, 14) кататься на санках, 15) плыть на парохо-
де, 16) морская болезнь, 17) летать на самолете, 18) метро, 19) кататься на 
лошади, 20) быть вежливым. 

 
본문 연습 2: Сгруппируйте слова. 
1. 교통 수단: 
2. 옛날 교통 수단: 
3. 비행기: 
4. 배: 
5. 기차: 

가마, 비행기, 멀미병, 자리가 좁다, 자연을 바라보다, 설매, 마차, 
깨끗하다, 한국, 블라디보스턱, 기차, 지하철  
 

본문 연습 3: 맞는 단어를 써 보세요. 
(멀미병, 교통, 가마, 말, 배, 운반을 했다, 마차, 지하철, 비행기, 기차) 

1) “_________”는 지붕이 있는 네모난 작은 방 또는 집같이 생긴 것입니다. 
2) 사람이 가마에 타면 두 명이나 네 명의 남자들이 앞뒤에서 가마를 메고 
________을 ___________. 3) 옛날에 러시아 사람이 _________를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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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들이 ______을 타고 싶어하면 광장에서 탈수 있습니다. 5) 버스와 
______________을 타면 재미 없습니다. 6) 블라디에 가고 싶으면 
_______를 탈수 있습니다. 7) ___________ 안은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자리가 좀 좁아서 불편합니다. 8) 요즘은 _________를 타는 
것이 유행입니다. 9) 어떤 사람이 ______________에 걸립니다. 10) 당신은 
어떤 ______________을 좋아합니까? 

본문 연습 4: 다음 문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세요. 
그 말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1) 사람이 가마에 타면 두 명이나 네 명의 남자들이 앞뒤에서 가마를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2) 모든 사람이 마차를 탈수 있었습니다. 3)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싶어하면 광장에서 탈수 있습니다. 4) 시내에서 설매를 
탈수 있고 시골이나 집근처를 탈수 있습니다. 5) 저는  자연을 바라볼수 
있기 때문에 차를 타기 좋아합니다. 6) 비행기 안은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자리가 좀 넓어서 편합니다. 7) 요즘은 비행기 보다 싸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이 유행입니다. 

본문 연습 5: 다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맞는 단어를 쓰세요. 
1) 지붕이 있는 네모난 작은 방 또는 집같이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2) 옛날에 러시아 사람이 무엇을 탔습니까? 
 
3) 지붕이 없는 가마는 누구의 가마였습니까? 
 
4) 얘들이 무엇을 타기 좋아합니까? 
 
5) 요즘은 어떤 것이 유행입니까? 

본문 연습 6: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교통 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했어요? 
2) 가마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3) 러시아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했습니까? 
4) 왜 많은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까? 
5) 왜 사람은 비행기를 싫어합니까? 
 
V. 대화: 
원구:어, 이사람은 누구입니까? 민호씨 아닙니까? 
민호: 야, 원구씨구나.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원구: 잘 지냅니다. 회사가 이 근처에 있어서 나는 항상 이 역에서 전철을 
탑니다. 민호씨도 매일 전철 타고 다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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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아닙니다. 나는 보통 버스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차가 너무 막혀서 
그냥 전철을 탔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바로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버스 타는 게 편합니다. 참, 얼마 전에 경훈이를 만났습니다. 
원구: 그래, 경훈이는 어떻게 지냅니까? 
민호: 요즘 바쁩니다. 경훈이는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고 나서 한턱 
냈습니다. 
원구: 나도 회사와 집이 좀 멀어서 차를 사려고 했는데 우리 주차사정이 안 
좋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민호: 이제 서울에서는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고 
빠릅니다. 워낙에 시내에 차가 많아서 길이 너무 막힙니다. 차가 많이 
다니니까 서울 시내 공기도 안 좋습니다. 
원구: 예, 맞습니다. 경훈이와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한번 만납시다.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다 같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화 연습 1: 다음 단어를 외우세요. 
1)오래간만입니다- Сколько лет сколько зим!, 2)근처- около, поблизости, 
3)차가 너무 막히다- полно машин, 4)사무실- офис, 5)평상시- будний день, 
6)편하다- быть удобным,  7)한텩 내다- отмечать какое- нибудь событие 
(угостимся), 8)주차사정- дорожная обстановка, 9)포기하다- отказываться, 
10) 어떻게 지내다?- Как дела?   
 

대화 연습 2: 다음 단어를 통역하세요. 
1) станция, 2) метро, 3) каждый день, 4) ездить на метро, 5) ездить на ав-
тобусе, 6) автобусная остановка, 7) встречаться, 8) быть занятым, 9) 
быть далеким, 10) спорт 

 
대화 연습 3: 다음 질문에 대답 하세요. 

1) 이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2) 왜 원구씨는 전철을 탑니까? 
3) 민호씨는 어떻게 탑니까? 
4) 원구씨와 민호씨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합니까? 
5) 왜 원구씨는 차를 사고 싶어 하지않았습니까? 
 
VI. 문법 연습: (условное деепричастие, категория долженствования, ка-

тегория возможности/ невозможности) 
문법 자료:  

• условное деепричастие,  
• категория долженствования, 
• категория возможности и невозм ож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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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Показателем условного деепричастия является окончание (으)면, которым 
оформляется сказуемое придаточ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Условное деепричастие 
служит для выражения следующ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главным и придаточ-
ны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и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если», «когда», например, 
사람들이말을타고싶으면광장에서탈수있습니다 – Если люди желают пока-
таться на лошадях, то могут покататься на площади. 
2. Категория долженствования образуется при помощи деепричастия пред-
шествования на 아/어/여 основного глагола, частицы 야 и служебного глаго-
ла 하다 или 되다.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должен что-либо сде-
лать», например, 가야해요 (가야돼요), 먹어야해요 (먹어야돼요). 
3. Знач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невозможности образуется сочетанием причастия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основного глагола со служебным именем 수 и глаголом 
있다 (при отрицании 없다).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ерводится «могу делать что-
либо», «не могу делать что-либо», например, 읽을수있습니다, 갈수없습니다 
 문법 연습 1: 통역하세요. 

1) 가마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조그만 창문이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창문을 닫으면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2) 사람이 가마에 타면 두 
명이나 네 명의 남자들이 앞 뒤에서 가마를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3) 
사람들이 말을 타고 싶으면 광장에서 탈 수 있습니다. 4)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재미없습니다. 5) 블라디에 가고 싶으면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6) 이제 서울에서는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더 
편하고 빠릅니다. 

 

문법 연습 2: 질문에 대답하세요. 
1) 버스안에 사람이 많으면 무엇을 타야 합나까? 2) 블라디에 버스가 
없으면 무엇을 타야 합나까? 3) 멀미병이 있으면 한국에 어떻게 타야 
합니까? 4) 모스크바에 비행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타야 합니까? 5) 
버스를 타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문법 연습 3: Поставьте глаголы в категорию долженствования, возмож-
ности/ невозможности. 

1) 타다, 2) 이용하다, 3) 보다, 4) 운반을 하다, 5) 여행하다, 6) 바라보다, 7) 
만나다, 8) 포기하다, 9) 빠르다, 10) 연락하다 

 

문법 연습 4: Преобразуйте предложения. 
<보기>: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 야 합니다. 

1) 비행기를 타다; 2) 가마를 이용하다; 3) 창문을 보다; 4) 양반을 운반 
하다; 5) 한국에 여행하다; 6) 자연을 바라보다; 7) 친구를 만나더; 8) 
친구에게 포기하다; 9) 학교에 빠르다; 10) 인터넷에서 연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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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습 5: 질문에 대답하세요. 
<보기>: - 지금 학교에 갑니까? – 예, 지금 학교에 가 야 합니다. 

1) 모스크바에 비행기를 탑니까?; 2) 양반들이 한국에서 가마를 이용 
했습니까?; 3) 지금 창문을 봅니까?; 4) 그 남자들이 양반을 운반합니까?; 5) 
배가 싸기 때문에 한국에 배로 여행합니까?; 6) 블라디보스터그에 가고 
자연을 바라봅니까?; 7) 어제 친구를 만났습니까?; 8) 시간이 없고 
친구에게 포기 합니까?; 9) 5 분이 남아서 학교에 빨리 갑니까?; 10) 학교에 
늦어서 택시를 탑니까?; 
 

VII. 말하기: 
말하기 연습 1: 1) 여러분이 친구와 같이 우수리스크에서 블라디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길을 잘 모릅니다. 블라디에 길을 지도에 그리세요. 
의논하세요. 

2) 하나는 한국에 남대문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택시를 잡고 그곳까지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는 사람은 길을 몰라요. 하나는 길을 
설명해 야 해요. 

말하기 연습 2: 대화를 만드세요. 
Раздаточный материал: карта города в двух вариантах (см. Приложение); 
Ход игры: учащиеся работают в парах. Каждая пара получает по карте (см. 
Приложение 10): ученик А одну версию, ученик В копию этой же версии, в 
каждой карте даны названия улиц, парков, мостов и т.д., также даны пронуме-
рованные здания, но учащийся А должен определить свои здания от 1 до 15, 
например, № 1 – ресторан «Шанхай», а учащийся В – от 16 до 30, например, 
№ 16 – кинотеатр «Россия» и т.д.. Диалог ведется по примерному образцу: 
<보기>: - «러시아» 영화관까지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 뿌씨크나 거리 네크라서바 거리까지 똑 바로 가고 네크라서바 거리 
오른쪽에 돌아가고 똑바로 가세요.  
말하기 연습 3: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______씨, 방학이 언제입니까? 
나:______월 ______일 부터 ______월 _____일 까지입니다. 
가: 어디에 갈 겁니까? 
나: ______에 갈 겁니다. _____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날겁니다. 그리고 같이 여행을 할 겁니다. 
가: ______에 어떻게 갑니까?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______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나: ________시간쯤 걸립니다. 

말하기 연습 4: 역할 놀이를 하세요. 
1) 민호는 러시아 친구와 시내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민호는 친구에게 
어떻게 버스표를 살 필요가 있는 지 설명하고  러시아 친구는 어떻게 
러시아에서 버스표를 살 필요가 있는 지 설명한다. 



~ 97 ~ 

2) 민호는 사샤를 파티에 초대했다. 그런데 사샤가 길을 몰랐다. 그래서 
민호는 길을 전화로 설멸했다. 사샤가 택시를 잡고 운전사에게 민호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한다. 

말하기 연습 5: 동창생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VIII. 듣기: 
새단어: 여권-паспорт, 사진기-фотоаппарат, 준비하다-готовить, 예약하다-
заказывать, 필름-пленка, 수영복-купальник. 
 

듣기 연습 1: 빠진 단어를 쓰세요. 
마이클은 이번 주 토요일에 _________을 갈겁니다. 마이클은 ______과 
사진기와 옷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호텔을 ________할 겁니다. ______ 
비행기표를 살 겁니다. 이번주 ___________에 필림과 수영복도 살 겁니다. 
 

듣기 연급 2: 여행 준비 목록을 “+” 하세요. 
준비 목록 준비한 것 
여권  
비행기 표  
호텔 예약  
사진기  
필름  
수영복  
옷  
비디오 카메라  
휴대전화  

 
IX. 읽기: 

대화 1: 
한나씨: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어요? 
산수씨:  아직도 몰라요. 
한나씨: 오늘 저녁에 영화관에 갑시다.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산수씨: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한나씨: 아이구, 나는 이 영화를 많이 보았는데요. 
산수씨: 아, 그래요. 나이트 클럽에 갈까요? 
한나씨: 좋아요. 갑시다. 

대화 2: 
수미씨: 민호씨, 우리 도시가 마음에 들었요? 
민호씨: 예, 우수리스크는 아주 멋있는 도시군요! 
수미씨: 우수리스크에 무엇을 보았어요? 
민호씨: 영화관, 기차역, 교회를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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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씨: 이외에는 우리 도시에 여러가지 고석적이 많아요. 공원에 가 봤어요? 
민호씨: 아니오, 안  가 봤어요. 
수미씨: 오늘은  거기에 갑시다. 
 
 
Тема: «Россия и Корея» 

제목: «러시아와 한국» 
I. 복습 연습 

복습 연습 1: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3) 러시아 역사, 2) 북서쪽, 3) 유럽과, 4) 가까운 곳에,  5) 곳곳에, 6) 백미인, 

7) 국립미술관, 8) 손꼽히는, 9) 비롯하여, 10) 앉히고. 
 

복습 연습 2: Измените глаголы в инфинитив. 
О.Г.+ 을  수 있다/ 없다 

«могу делать что- либо/ не могу делать что- либо» 
1) 갈 수 없어요, 2) 알게될 수 있어요, 3) 살 수 있어요, 4) 얘기할 수 없어요 , 5) 
사귈 수 있어요, 6) 쓸 수 없어요, 7) 배울 수 있어요, 8) 알 수 있어요, 9) 잡을 
수 있어요, 10) 잊어 버릴 수 있어요 

 
복습 연습 3: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Категория долженствования:  
деепричастие I+ 야 하다  «должен делать что-либо». 

<보기>:  - 왜 봉투를(конверт) 살 거예요? (수미에게 편지를 쓰다) 
             - 왜냐하면 한국에서 돌아온다음에 수미에게 편지를 써 야 하기 
때문이에요. 
1) 왜 러시아에 갈 거예요? (러시아의 역사를 배우다 ) 
2) 러시아 역사를 잘 배우면 어디에 갈거 예요? (쌍크페쩨르부르그에 가다) 
3) 무엇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문화를 배울 거예요? (나라 역사를 배우다) 
4) 왜 풍습을 배울 거예요? (풍습을 잊어버리지 않다) 
5) 왜 돌때 아기를 상앞에 앉혀요? ( 아기가 마음으로 물건을 잡다) 
 
복습 연습 4: Соединит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образцу. 

Условное деепричастие:  
О.Г + (으) 면 

______(으)면________아/어/ 야 해요. 왜냐하면________기 때문이에요. 
1)러시아 역사를 잘 알고 싶다. 상크페쩨르부르그에 가다. 
상크페쩨르부르그에 화려한 건물들이 위치하다. 
2) 수미는 오다. 저는 수미에게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다. 저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다. 
3) 한국에 가다. 제 고향은 러시아이다. 저는 블라디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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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크페쩨르부르그에 가다. 에르미따쥐 국립미술관을 구경하다. 그 곳부터 
러시아 역사가 시작되다. 
5) 한국에서 아기의 첫 생일에 상을 차리다. 아기는 돌상에 여러가지 물건을 
놓다. 잡는 것을 따라 그 아기의 생활을 알게 되다.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 을/ 를 사귀다 - знакомиться с кем-либо  
예: 저는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2) 북서쪽- северо-западная сторона 예: 제 친구는 우리 도시의 북서쪽에서 
살고 있어요. 
3) 유럽과 가까운 곳- в соседстве с Европой  
예: 모스크바는 유럽과 가까운 곳에 있어요. 
4) 위치하다- находиться 예: 우리 집은 극장옆에 위치해요. 
5) 곳곳- в каждом месте, везде 예: 우리 도시는 곳곳에 가게가 있어요. 
6) 화려하다- быть нарядным, красивым예: 러시아 가을은 단풍이 화려해요. 
7) 백미인- белый 예: 저는 백미인 박물관을 보고 싶어요. 
8) 손꼽히는- оказываться в числе лучших 
9) 관광객- турист 예: 저는 모스크바에 관광객으로 갔어요. 
10) –을/를 비롯하여- начиная с  
예: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식구가 김치를 좋아해요. 
11) 알게되다- узнать  
예: 요즘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모든 것을 알게될수 있어요.  
12) 항구도시-портовый город  
예: 저는 항구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바다를 바라볼수 있어요. 
13) 분야-область, отрасль  
14) 발정시키다-развиваться 
15) 풍습을 잊어버리다- забывать традиции  
예: 사람들이 풍습을  잊어버려요. 
16) 지혜를 지키다- хранить мудрость 
17) 존경하다- уважать 예: 사람의 임무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18) 상을 차리다- накрывать на стол 예: 명절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려요. 
19) 앉히다-усаживать кого-либо 예: 어머님은 아기를 상앞에 앉혀요. 

 
III. 본문: 

 
한국과 러시아 

저는 러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지난해 저는 한국에 갔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한국 친구의 이름은 수미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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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미에게 자주 전화하고 편지를 써요. 처음으로 저는 수미에게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나라는 아주 크고 넓어요.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예요. 그러나 
러시아 역사를 잘 알고 싶으면 상크페쩨르부르그에 가야 해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북서쪽, 유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상 페쩨르부르그예요. 도시 
곳곳에는 화려한 건물들이 있어요. 러시아 여행의 백미인 에르미따쥐 
국립미술관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그 곳은 관광객에게 러시아 
역사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 문화를 알 수 있게 해 줘요. 상페쩨르부르그의 
중심부에 네바강과 폰탄카 강 옆에 가장 오래된 정원이 있어요. 이 정원이 
여름 정원이에요. 또 제일 긴 길은 네바강이에요. 

저는 연해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 페쩨르부르그에 자주 갈수 
없어요. 그리고 연해주의 수도도 아주 재미있어요. 이 도시는 
브라디보스톡이에요. 이 곳은 항구도시예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얘기 합시다. 지난 해 한국어 수업때 한국에 대한 
본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어요. 요즈음 한국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빨리 발전해요. 그렇지만 
한국사람들은 조상의 풍습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들은 조상의 지혜와 
풍습을 지키고 존경해요. 풍습중에 저는 돌을 아주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아기의 첫 생일에 항상 특별한 상을 차려요. 그상을 
돌상이라고 해요. 돌상에는 여러가지 물건 즉 가위, 책, 실, 연필,잘떡, 돈을 
놓아야 해요. 아기를 상앞에 앉히고 아기가 마음대로 물건을 잡아요. 아기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아기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IV. 본문 연습: 
본문 연습 1: 단어를 연결하고 통역하세요. 
1) 친구를                                                             1)알게될수있다                                                               
2) 수미에게                                                         2)재미있다 
3) 가까운곳에                                                     3)발전시키다 
4) 러시아역사를 비롯하여                                4) 지키다 
5) 수도도 아주                                                    5)상을 차리다 
6) 여러가지 분야가                                            6) 사귀다 
7) 지혜를                                                             7)앉히다 
8) 생일에                                                             8)잡다 
9) 아기를 상앞에                                                9)전화하다 
10) 마음으로 물건을                                        10) 위치하다 

 
본문 연습 2: 다음 단어를 쓰세요. 
1) знакомиться с кем- либо, 2) накрывать на стол, 3) в соседстве с Европой,   
4) северо-западная сторона, 5) портовый город, 6) располагаться, находить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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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турист, 8) хранить мудрость, 9)забывать традиции, 10) великолепное, кра-
сивое здание; 
 
1.을/를 ----  귀  ---- 4.  쪽 
2. 을 ----   다 7.  객 
3.유   ----  까  ---- 곳 
5.   시 -------- 6.위   다 
8.지  를 ----  키  ---- ---- 
9.풍  을 ----  어  리  
10.--   한 ----  물 ---- ---- 
    
본문 연습 3: 다음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 아름답다, 2) 공원, 3) 미술관, 4) 건물, 5) 화려하다, 6) 요양소, 7) 세우다 
 
본문 연습 4: 빠진 단어를 빈가루에 놓으세요. 
1) ………에서 돌아온다음에 수미에게 자꾸 전화하고 ……..를 써요. 
2) ……….에서 북서쪽, 유럽과 가까운 곳에 …….. 상 페쩨르부르그예요. 
3) 러시아 ……..의 백미인 에르미따쥐 국립미술관은 ……..으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4) 그 곳은 ………에게 …………를 비롯하여 여러나라문화를 
알게될수있어요. 

5) 풍습에 조상의 들어있는 ……….를 지키고 존경해요.  
6)  잡는 ……….을 따라 그아기의 생활을 알아요. 
                            
본문 연습 5: 틀린 단어를 고쳐 주세요. 
1) 지난해 저는 중국에 갔어요. 2) 러시아의 수도는 상크페쩨르부르그예요. 3) 
러시아 역사를 잘 알고 싶으면 블라디보스턱이에 가 야 해요. 4) 
모스크바에서 북서쪽, 유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서울이에요. 5) 
상페쩨르부르그의 중심부에 네바강과 폰탄카 강 옆에 가장 오래된 
영화관이 있어요. 6) 상크페쩨르부르그는 항구도시예요. 7) 러시아에서 
아기의 첫 생일에 항상 특별한 상을 차려요. 

 
본문 연습 6: 다음 문장에 찬성하는지 반대해 보세요. 
보기: -예, 맞아요. 정말……./ - 아니오, 틀려요. 왜냐하면…………. 
          -이 말에 찬성해요. 정말…………/ -아니오, 이 말에 반대해요. ….. 
1) 중국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2) 러시아 역사를 잘 알고 싶으면 상 페쩨르부르그에 가야해요 
3) 네바강이 관광객에게 러시아역사를 비롯하여 여러나라문화를 

알게될수있어요. 
4) 또 제일  짧은 길은 네바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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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도시는 브라디보스턱이에요. 이 것은 우리 나라의 수도예요. 
6) 한국사람들이 조상의 풍습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7) 한국에서 아기의 생일마다 항상 특별한 상을 차려요. 
 
본문 연습 7: 순서 대로 문장을 읽으세요. 
1) 도시 곳곳에는 화려한 건물들이 위치해요. 제일 긴 길은 네바강이에요. 
2) 처음으로 저는 수미에게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3)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얘기 합시다. 
4) 저는 연해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 페쩨르부르구에 자주 갈수 없어요. 
5) 저는 러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6) 한국에서 아기의 첫 생일에 항상 특별한 상을 차려요. 
7) 요즈음 한국에서 여러가지 분야가 빨리 발전시켜요. 
8)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9) 러시아 역사를 잘 알고 싶으면 상크페쩨르부르그에 가야 해요. 
10) 아기를 상앞에 앉히고 아기가 마음으로 물건을 잡아요. 
 
본문 연습 8: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주인공이 어디로 갔어요? 
2) 왜 주인공이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3) 지난 해 한국어 수업에서 주인공이 본문에서 무엇을 알게 됐어요? 
4) 한국에서 아기의 첫생일을 어떻게 해요? 
5) 이 본문이 재미있어요? 왜요? 
6) 왜 한국인들이 풍습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본문 연습 9: 다음 부분을 고르고 질문을 하세요. 

 
I 
 

우리 나라는 아주 크고 넓어요.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예요. 그러나 
러시아 역사를 잘 알고 싶으면 상크페쩨르부르그에 가야 해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북서쪽, 유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상 페쩨르부르그예요. 
도시 곳곳에는 화려한 건물들이 위치해요. 러시아 여행의 백미인 에르미따쥐 
국립미술관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그 곳은 관광객에게 러시아 
역사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 문화를 알게될 수 있어요. 상페쩨르부르그의 
중심부에 네바강과 폰탄카 강 옆에 가장 오래된 정원이 있어요. 이 정원이 
여름 정원이에요. 또 제일 긴 길은 네바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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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얘기 합시다. 지난 해 한국어 수업에 한국에 대한 
본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이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어요. 
요즈음 한국에서 여러가지 분야가 빨리 발정시켜요. 그렇지만 한국사람들이 
조상의 풍습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들은 풍습에 조상의 들어있는 지혜를 
지키고 존경해요. 풍습중에 저는 돌을 아주 좋아해요. 
한국에서 아기의 첫 생일에 항상 특한 상을 차려요. 그상이 돌상이라고 
해요. 돌상에 여러가지 물건 즉 가위, 책, 실, 연필,잘떡, 돈을 놓아야 해요. 
아기를 상앞에 앉히고 아기가 마음으로 물건을 잡아요. 잡는 것에 따라 그 
아기의 생활을 알게 돼요. 

III 
 

저는 러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지난해 저는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한국 친구의 이름은 수미예요. 한국에서 
돌아온다음에 수미에게 자꾸 전화하고 편지를 써요. 처음으로 저는 
수미에게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연해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 페쩨르부르구에 자주 갈수 없어요. 
그리고 연해주의 수도도 아주 재미있어요. 이 도시는 브라디보스턱이에요. 
이 것은 항구도시에요. 
 

 
V. 대화: 
마샤: 수미야, 안녕! 그 동안 어떻게 지냈니? 
수미: 마샤야, 안녕! 나는 잘 지냈어. 나는 블라디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왔어. 
마샤: 응, 블라디는 아름다운 도시야. 여기는 대학, 미술관, 공원, 영화관, 
기념물, 요양소가 많아. 
수미: 그렇구나! 블라디는 1860 년에 세워졌다고. 정말이야? 
마샤: 응, 정말이야. 몇몇 해병이 고마로브 함장과 같이 이 항구 도시를 
세웠어. 
수미: 블라디는 러시아 동남쪽에 위치하니? 
마샤: 응. 맞아. 블라디는 바다에 둘러싸여. 여기는 3개의 역이 있어. 원래 
블라디에 교통 수단 즉 차, 트럭, 버스, 무궤도버스가 많아. 
수미: 블라디를 바다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아? 
마샤: 응, 많아. 특히 이 때에 바닷가는 유명해. 
수미: 그래? 그때 블라디를 나에게 보여 줘. 
마샤: 물론이지. 내일 연락하고 약속하자. 지금 그 공원에 가자. 
수미: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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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연습 1: 다음 단어를 외우세요. 
1) 미술관- музей, 2) 공원- парк, 3) 기념물- памятник, 4) 요양소- санаторий, 

5) 세우다- устанавливать, строить, 6) 해병- моряк, 7) 함장- капитан, 8) 
동남쪽-юго-восточная сторона, 9) 둘러싸다- омывать, 10) 역- станция, 11) 
트럭- грузовик, 12) 약속하다- обещать. 

 

대화 연습 2: 다음 단어를 연결하세요. 
1)  어떻게 지냈니                                            1) берег моря 
2) 아름다운 도시야                                          2)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3) 항구 도시                                                   3) как дела 
4) 교통 수단                                                   4) красивый город 
5) 관광객                                                        5) портовый город 
6) 바닷가                                                        6) связываться 
7)연락하다                                                      7) турист 
 
대화 연습 3: 다음 단어를 찾아 보세요 (20 개). 
미 술 관 연 락 하 다 공 원 

영 교 통 수 단 요 양 소 역 

화 해 기 념 물 트 럭 버 스 

관 병 바 닷 가 세 우 다 차 

함 관 광 객 아 름 답 다  

장 연 락 하 다 항 구 도 시 

 

대화 연습 4: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수미는 무엇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2) 왜 수미는 블라디에 왔어요? 
3) 블라디는 무엇이 많아요? 
4) 블라디를 언제 세웠어요? 
5) 왜 블라디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아요? 
 

VI.문법 연습: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деепричастие намерения (으) 려고 하다, 
деепричастие одновременности (으) 면서) 

문법 자료:  

•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 деепричастие намерения (으) 려고 하다, 
• деепричастие одновременности (으)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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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Простое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образуется при помощи окончаний 았/었/였. 
Выбор суффикса зависит от гласной последнего слога основы глагола, на-
прмер, 가다 – 가요 – 갔어요, 먹다 – 먹어요 – 먹었어요, 마시다 – 마셔요 – 
마셨어요, 공부하다 – 공부해요 – 공부했어요 
2. Категория намерения образуется путем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으)려고 и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собираюсь, намериваюсь, стремлюсь что-либо 
сделать». Категория намерения (으)려고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о всеми гла-
голами, но не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с глаголами в повелительном и пригла-
сительном наклонении. 
예: 한국회사에취직하려고한국어를합니다 . (0) 
공부하려고가자. (X) 
3. Показателем деепричастия одновременности является окончание (으)면서.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и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выраженное им дей-
ствие или состоян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другому дейсвию или состоянию, напри-
мер, 나는숙제를하면서음악을들어요. – Делая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слушаю 
музыку. 
 
문법 연습 1: Поставьте глаголы в прошедшую, будущую формы. 
 

동사 았/었/였 (으)ㄹ 거예요. 
1. 사 귀다   
2. 얘기하다   
3. 알게 되다, 4. 배우다, 5. 알다, 6. 발전시키다, 7. 존경하다, 8. 차리다,       
9. 앉히다, 10. 잡다 
 

문법 연습 2: Измените глаголы  по примеру: 
 

동사 (으) 면 (으)면서 
1. 가다   
2. 잡다   
3. 알게 되다, 4. 배우다, 5. 알다, 6. 듣다, 7. 존경하다, 8. 차리다, 9. 세우다,  
10. 자다 

 
문법 연습 3: Изменит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образцу. 
<보기>: 한국에서 친구를 사귈거예요.-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해요. 

1) 수미에게 자꾸 전화하고 편지를 쓸거예요. 2) 저는 수미에게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할거예요. 3) 여름에 상 페쩨르부르그를 갈거예요. 4) 다음 
한국어 수업에 한국에 대한 본문을 배울거예요. 5) 앞으로 한국에서 여러가지 
분야가 빨리 발정시킬거예요. 6) 동생의 첫 생일에  특한 상을 차릴거예요. 7) 
잡는 것에 따라 사샤의 생활을 알게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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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연습 4: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0»표 하세요. 
1) 이번 주말에 영화를 (보러, 보려고) 갑시다. 
2) 언제 고향에 (가러, 가려고) 하세요? 
3)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러, 만나려고) 시내에 갑니다. 
4) 버스를 (갈아타러, 갈아타려고) 시청 앞에서 내렸어요. 
5) (쇼핑하러, 쇼핑하려고) 백화점에 같이 갑시다. 
6)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러, 이야기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7) 친구한테 (선물하러, 선물하려고) 가방을 샀어요. 
 
문법 연습 5: Перевести следующие предложения. 
1) 아기는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거 예요 (станет богачем). 
2) 아기는 물건을 잡으면서 장매를 (будущее)알게돼요.  
3) 여름에 상 페쩨르부르그를 가려고 해요. 
4) 동생의 첫 생일에  특한 상을 차릴거예요. 
5) 한국에 오면 서울을 방문하세요 (посетить). 
6) 돌상을 차리면서 그 상에 아기를 앉혀요. 
 

VII. 말하기: 
말하기 연습 1: 카드를 보고 대화를 만드세요. 
 
어떤 도시에 가고 싶어요? 가) 서울  

나)우수리스크 
다) 쌍크페찌르부르그 

왜 이 도시에 가고 싶어요? 가) 우수리스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친구는 많이 있어요. 
나) 서울에 유명한 곳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 쌍크페찌르부르그는 튀어난 
박물관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이 도시의 유명한 곳이 뭐예요? 가) 우수리스크에 큰극장과 박물관과 
거북이라는 기념비는 있어요. 
나) 서울에 경복궁과 창덕궁이 
있어요. 
다) 쌍크페찌르부르그에 백미인 
박물관과 네바와 여름 정원이 있어요. 

 
말하기 연습 2: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단어를 복습하세요: 돌아오다- возвращаться, 지난주-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화려한 건물- красивые здания, 언제- когда; 
А: узнай у друга, когда он вернулся из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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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 Ответь, что ты вернулся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А: Попроси друга рассказать о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е; 
Б: Расскажи другу о тех местах, где ты был; 
А: Узнай, что твоему другу понравилось больше всего; 
Б: Больше всего тебе понравилось _______________; 
А: Поинтересуйся, желает ли он опять поехать в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 
Б: Ответь, желаешь ли ты поехать или нет и узнай у своего собеседника, же-
лает ли он поехать и почему. Если ответ положительный, пригласи его по-
ехать вместе с тобой; 
А: Ответь, желаешь ли ты поехать или нет и, если «да», то обоснуй свой ответ; 
말하기 연습 3: 역할을 고르고 대화를 만드세요. 
1. 학생은 선생님에게 연해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답해요. 

2. 러시아에서 온 친구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서로 서로에게 얘기를 해요. 

3.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안내원은 서울에 대해서 
알려 주워요. 

 
말하기 연습 4: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екты по темам:  

• «Москва – столица России»; 
• «Наш родной город – Уссурийск»;  
• «Столица Приморья – Владивосток»; 

 
VIII. 듣기: 
듣기 연습 1: 빈 카루에 단어를 놓으세요. 
윌슨과 나는 __________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아침 

____________에 출발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오후 ____________에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______________ 참 좋았습니다. 기차안에 ____________이 
매우 많았습니다. 창밖ㅇ의 ___________이 아름다웠습니다. ____________은 
참 즐거웠습니다. 
새 단어: 1) 경주- Кенчжу, 2) 여행을 떠나다-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3) 도착하다- 
прибывать, 4) 즐겁다- веселый. 
듣기 연습 2: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가) 새단어를 읽으세요. 
새 단어: 진용 씨- госпожа Джинен, 현대식- современный, 북악산- гора Бу-
гак, 남산- гора Намсан,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강- река Ханган, разде-
ляющая Сеул, 몇 년 전- несколько дет назад, 살리- спасение, 유원지- парко-
вая зона, 유람선- экскурсионный пароход; 
 
나) 대화를 듣고 빠진 단어를 쓰세요. 
-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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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 곳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럼, 진용 씨가 좋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저는 현대식 건물들보다는 _________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원과 
덕수궁, _____________ 등을 자주 찾습니다. 
- 서울에 산이 많습니까? 
- 네, __________ 산으로 둘려 싸여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북악산이나 _____________에 놀러 갑니다. 
- 서울에도 강이 있습니까? 
-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는 ____________ 있습니다. 
- 한강은 깨끗합니까? 
- 네 ,몇 년 전 한강 ______________ 운동을 한 덕분에 지금 한강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한강이 _______________ 되었습니다. 
- 배도 있습니까? 
- 네, ___________ 있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한 번 모실게요. 
- 고마워요. 
 

다) 대화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진용 씨가 좋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 고궁        나) 남산          다) 한강 

 2) 서울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 하세요. 
가) 고궁        나) 남산          다) 한강    라)북악산           마) 비원 
3) 서울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 남산              나) 한강                   다) 경복궁 

4) 한강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가) 서울 한가운데를 강        나)  서울의 시내            다) 유원지 
5) 다음 점에 따라 밑에 있는 단어를 쓰세요. 
고궁: 
산:    
강:  
가) 한강 , 나)남산, 다)경복궁, 라)북악산, 마)덕수궁, 바)비원 
 
 
Тема «Корейская еда» 

제목: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음식이 다릅니다» 
 

I. 복습 연습 
복습 연습 1: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1) 빵과, 2) 먹지만, 3) 육류, 4) 특징,  5) 먹고, 6) 많이, 7) 많습니다, 8) 맵고,    

9) 동양, 10)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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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연습 2: Поставьте глаголы в прошедшую, будущую формы. 
동사 았/었 (으)ㄹ 거예요. 
1. 나오다   
2. 만들다   
3. 쓰다   
4. 사용하다   
5. 먹다   
6. 유명하다   
7. 바쁘다   

 
복습 연습 3: Заполните таблицу 
동사 (으) 면 (으)면서 
1. 나오다   
2. 만들다   
3. 쓰다   
4. 사용하다   
5. 먹다   
6. 유명하다   
7. 바쁘다   

 
복습 연습 4: Переведите следующие предложения: 
1)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잔 물을 마시세요. 2) 저는 칠판에 나오면 아주 
걱정해요. 3) 한국인들이 젓가락을 쓰면서 숟가락도 써요. 4) 우리 어머니는 
한식을 만들면 친적이 손님으로 와요. 5) 선생님은 바쁘면 다음 번에 오세요. 
6) 한국인들이 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돼지고기도 먹어요. 
 
복습 연습 5: 다음 문장을 통역하세요. 

О.Г. + (으) 려고 하다 
«Собираться делать что-либо» 

1. Я собираюсь попробовать корейскую еду. 2. Друг собирается пригласить 
меня в Корею. 3. Приехал друг из Кореи, поэтому я собираюсь приготовить 
борщ. 4. Времени нет, поэтому мы собираемся позавтракать раменом. 5. Су-
ми сегодня вечером собирается приготовить пулькоги.  
 
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사고 방식-образ мыслей, менталитет, 예: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2) 습관- привычка (хорошая привычка), 버릇- привычка (плохая); 예: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3) 주식- основной продукт; 예: 한국사람들의 주식은 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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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빵- хлеб; 5) 감자- картофель; 예: 러시아 사람들은 주식으로 빵과 감자를 
먹습니다. 
6) 밥을 짓다- варить кашу; «ㅅ» 불규칙- если «ㅅ» встречается с гласными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이”, то «ㅅ» исчезает 
예: 짓다- 지어요, 지으면, 지으면서, 지을 수 있다 
7) 생선- рыба (неживая); 물고기- рыба (живая) 예: 어머니는 물고기로 국을 
요리하셨습니다 
 8) 육류- мясо; 9) 야채-овощи; 10)나물- зелень; 11)국- суп; 
예: 밥과 함께 생선, 육류, 야채 등 다양한 나물로 만든 반찬과 국이 나옵니다. 
12)김치- кимчхи; 13)배추- корейская капуста; 예: 김치는 배추로 만듭니다. 
14)숟가락 (젓가락)- ложка( палочки); 예: 한국 사람들은 먹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씁니다. 
15)짜다- быть соленным;  
16)땀이 나다- потеть;  
17)유명하다- быть знаменитым; 
 
III. 본문: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음식도 
다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주식으로 빵과 감자를 먹지만 한국사람들의 
주식은 밥입니다. 밥과 함께 생선, 육류, 야채 등 다양한 나물로 만든 반찬과 
국이 나옵니다. 반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배추로 
만듭니다. 외국사람들이 김치를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맵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씁니다. 한국음식의 
특징은 짜고 매운 맛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추 가루를 많이 사용해서 
빨간색 음식이 많습니다.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납니다. 한국 
음식은 고기로 만드는 요리가 많지 않습니다. 고기로 만든 요리 중에 
불고기와 갈비가 제일 유명합니다. 너무 바쁘면 한국 사람들은 컵라면을 
먹습니다. 
 
IV.본문 연습: 
본문 연습 1: 새단어를 찾아 보세요. 
사 고 방식 짜 다 숟 가 락 
습 빵 김 치 땀 이 나 다 
관 생 선 야 채 배 추 나 
육류 주 식 젓 가 락 국 물 
유 뜨 사  방  감 밥 
명 겁  숟  젓 자 을 
하 다 밥  짓  배 짓 
다 땀  락  락 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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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습 2: 한국 말로 통역하세요. 
1) европеец, 2) восточный человек, 3) жизненная привычка, 4) основной про-
дукт корейцев, 5) разнообразная приправа, 6) традиционная еда, 7) пользо-
ваться палочками, 8) особ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еды, 9) использовать много пер-
ца, 10) красный цвет, 11) лапша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본문 연습 3: 단어를 넣어 주고 문장을 통역하세요. 
1)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음식도 다릅니다. 2) 
러시아 사람들은 ……. 빵과 감자를 먹지만 한국사람들의 주식은 밥입니다. 3) 
밥과 함께 생선, ….., 야채 등 다양한 ……. 만든 반찬과 국이 나옵니다. 4) 
반찬 중에 제일 …….. 것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 만듭니다. 5) 
외국사람들이 …… 먹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6) 한국 
사람들은 먹고 ……….과 젓가락을 씁니다. 7) 하국음식의 ……. 짜고 매운 
맛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 많이 사용해서 빨간색 음식이 많습니다. 8) 
맵고 뜨거운 음식을 ……… 땀이 납니다. 9) 한국 음식은 고기로 만드는 ……. 
안 많습니다. 10) 고기로 만든 요리 중에 불고기와 ……. 제일 유명합니다. 11) 
너무 바쁘면 한국 사람들은 ………. 먹습니다. 
 
본문 연습 4: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  
2) 러시아 사람들은 주식으로 …………………….. 
3) 밥과 함께 생선…………………………………. 
4) 반찬 중에……………………………………….. 
5) 외국사람들이 김치를 ………………. 왜냐하면 맵기…………... 
6) 한국 사람들은 먹고……………………………... 
7) 한국 사람들은 고추 가루를 …………………………...  
8) 맵고 뜨거운 음식을 ………………………….. 
9) 고기로 만든 요리 중에 ………………………………. 
10) 너무 바쁘면 ……………………………………………. 
본문 연습 5: 순서대로 문장을 하세요. 
1)한국 사람들은 고추 가루를 많이 사용해서 빨간색 음식이 많습니다. 
2)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음식도 
다릅니다. 
3) 한국 음식은 고기로 만드는 요리가 안 많습니다. 
4) 고기로 만든 요리 중에 불고기와 갈비가 제일 유명합니다. 
5) 한국 사람들은 먹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씁니다. 
6) 너무 바쁘면 한국 사람들은 컵라면을 먹습니다. 
7) 러시아 사람들은 주식으로 빵과 감자를 먹지만 한국사람들의 주식은 
밥입니다.  
8) 외국사람들이 김치를 먹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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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국음식의 특징은 짜고 매운 맛입니다. 
10)밥과 함께 생선, 육류, 야채 등 다양한 나물로 만든 반찬과 국이 나옵니다. 
11)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납니다.  
 
본문 연습 6: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2) 러시아인들이 주식으로 무엇을 먹습니까? 
3) 한국인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4) 제일 대표적인 반찬은 무엇입니까? 
5) 김치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6) 왜 외국인들이 김치를 먹을 수 없습니까? 
7) 한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8) 고기로 만든 요리 중에 무엇이 제일 유명합니까? 
9) 너무 바쁘면 한국인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2) 대화: 
대화 연습 1: 수사를 쓰고 대화를 하세요. 
– 무엇을 드릴까요? 
- 우유 (              ) 잔 하고 커피 잔 주세요. 
– 어서 오세요. 
- 사과 (             ) 개 하고 우유 (            ) 병 주세요. 
     3) – 무엇을 드릴까요? 
         - 냉면 (              ) 그릇 하고 밥 (             ) 그릇 주세요. 
 
대화 연습 2: 대화를 읽고 통역하세요. 
철수: 아이구, 벌써 한 시가 되었군요! 배가 많이 고프니까 빨리 시킵시다. 
윌슨: 날씨가 쌀쌀한데, 뜨거운 설렁탕을 먹을까요? 
철수: 좋아요. 여보세요. 여기 주문 좀 받으세요. 설렁탕 둘 주세요.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설렁탕은 지금 안 되는데요. 갈비탕이나 비빔밥은 
돼요. 
철수: 그럼 갈비탕으로 할까요? 
윌슨: 그러지요. 나도 철수 씨와 같은 것으로 하겠어요. 아주머니, 깍두기도 
많이 갖다 주세요. 
 
대화 연습 3: 이 대화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1) 두 사람은 왜 식당에 갔습니까? 
2) 두 사람은 처음에 무엇을 먹으려고 했습니까? 
3) 왜 그 것을 먹으려고 했습니까? 
4) 지금 이 삭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5) 두 사람은 무엇을 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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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연습 4: 다음 대화를 완성한 후에 읽고 통역하세요. 외우세요. 
종업원: 주문하세겠습니까? 
철수: 참깐만요. 이따가 친구가 오면 하겠습니다. 
종업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따가 친구가 왔어요. 철수는 친구와 메뉴를 의논해요). 
철수: 여기 불고기 4인분하고요, 갈비 3인분 주세요. 
종업원: 음료수도 드시겠습니까? 
철수: 콜라 세 병하고 물도 좀 갖다 주세요. 
종업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친구가나와요. 그 친구는 종업원한테 음식을 주문해요). 
철수: 음식이 어때요? 
싸사: 참 맛있어요. 
철수: 이건 어때요? 
싸샤: 그건 너무  매워요. 저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어요.  
(철수는 다른 음식을 주문하고 싸샤를 대접해요. 그 음식의 맛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화 연습 5: 단어를 넣고 대화를 하세요. 
-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 메뉴 좀 주세요. __________씨, 무엇을 먹을까요? 
- _____________(불고기, 김치 찌개, 갈비, 두부, 냉면)을/를 먹읍시다. 
- 좋아요. ______________(불고기, 김치 찌개, 갈비, 두부, 냉면)도 먹을까요? 
- 네, 아주머니, (불고기, 김치 찌개, 갈비, 두부, 냉면)와/과 (불고기, 김치 
찌개, 갈비, 두부, 냉면) ___________(한, 두, 세, 네, 다섯) 그릇 주세요. 

 

대화 연습 6: 다음 단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만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잘 먹었습니다. Спасибо, было очень вкусно. 
아주 맛있어요. Очень вкусно. 
너무 매워요. Слишком острый. 
아주 달아요. Очень сладкий. 
조금 짜요. Немного соленный. 
좀 시어요. Немного кислый. 
약간 싱거워요. Слегка пресный. 
별로 맵지 않아요. Совсем не острый. 
여기요, 물 좀 주세요. Будьте добры, 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воды. 
여기요, 김치 좀 더 갖다 주세요. Будьте добры, принесите, пожалуйста, 

еще кимчи. 
음식이 많이 있어요. 더 드세요. Еды много, кушайте еще. 
많이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Я наел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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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문법 연습: («ㅂ» 불규칙, - 을 필요가 있다/ 없다, - 을/를 위한/ 위하여, - 
기 위해서) 

문법 자료:  

• «ㅂ» 불규칙, 
• - 을 필요가 있다/ 없다, 
• - 을/를 위한/ 위하여, - 기 위해서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Глаголы на «ㅂ» являются нерегулярными. Когда за основой, имеющий ㅂ 
следует гласный, то изменяется на ㅗ или ㅜ. Звук «ㅗ» образуется только в 
глаголах 곱다 (быть красивым) и 돕다 (помагать), например, 곱다 – 곱 + 아요 
– 고오+아요 – 고와요. 
Во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изменяется на 우, например, 춥다 – 춥 + 어요 – 추우 + 
어요 = 춰요.  
춥다 – быть холодным, 덥다 – быть жарким, 어렵다 – быть трудным, 쉽다 – 
быть легким, 가깝다 – быть близким, 무겁다 – быть тяжелым (о весе), 가볍다 
– быть легким (о весе), 맵다 – быть острым, 싱겁다 – быть пресным,  
아름답다 – быть красивым, 뜨겁다 – быть горячим  
 Глаголы 입다 – «надевать», 좁다 – «быть узким», 씹다 – «жевать» являются 
регулярными и ㅂ не изменяется. 
2.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ая конструкция «을필요가있다 (없다)» образуется 
путем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окончания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을, 
служебного имени 필요 в именительном падеже 가 и 있다 /  없다.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что-либо или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делать что-либо», например, 이책을읽을필요가있습니다. 
3. Послелог является отглагольным послелогом и имеет две формы: при-
именную и приглагольную. Приименная форма образуется следующим оьра-
зом: к имен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му присоедеиняются окончания винительного 
падежа 을/를 и полелог 위한. Приглагольная форма образуется путем при-
соединения к основе глагола 기 и послелог 위하여 / 위해서, например, 
나를위한선물 – подарок для меня; 문제를풀기위하여노력하다. –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ешить задачу. 

 

문법 연습 1: Заполните таблицу. 
 습니다/ㅂ니

다 
아요/ 
어요 

았/었/였 (으) 면 

1.곱다 곱습니다 곱+아요
= 
고와요 

곱+았어요=고왔어
요 

곱+으면=고우
면 

2 돕다     
3.무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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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어렵
다 

    

5.무겁

다 
    

6.싱겁

다 
    

7. 쉽다     
8. 덥다     
9. 맵다     
10.가깝
다 

    

11. 
좁다* 

    

12. 
씹다* 

    

13. 
뽑다* 

    

14. 
입다* 

    

 
문법 연습 2: Преобразуйте предложения. 
<보기>: 저는 한국에 가 야 해요.- 저는 한국에 갈 필 요 가 있습니다. 
내일 손님이 오 기 때문에 음식을 요리해 야 해요. 2) 내일 손님이 오면 너는 
나를 도와 야 해요. 3) 김치가 매우면 물을 마셔 야 해요. 4)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놓라 야 해요. 5) 햊빛이 나오면 외투를 입어 야 하 지않아요. 6) 이가 
조금 아프면 뽑지 않아 야 해요. 7)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야 해요. 8) 어제 
저는 할머니를 동와 야 했습니다. 9) 한국에 가면 젓가락을 써 야 해요.  
 
문법 연습 3: Ответьте на вопросы по образцу. 
<보기>: - 왜 이 책을 빌렸습니까?      
               - 내일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1) 왜 일본에 가려고 해요? (일본 문화를 알게되다), 2) 왜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 보다), 3) 왜 어제 숙제를 많이 했어요? (곧 시험을 
잘 보다), 4) 여름 방학에 어디에 갈 거예요? (백민 미술관을 방문하다), 5) 왜 
매일 아침마다 체조를 해요? (건강이 좋아지다), 6) 왜 피짜를 주문했어요? 
(친구를 대접하다), 7) 왜 아기에게 한복을 입혀요? (돌을 맞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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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말하기 
말하기 연습 1:  대화를 넓혀 주세요.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갔습니다. 주문해 보세요. 
윌슨: 벌써 ___________이/가 ______________군요. 배고픈데 빨리 시킵시다. 
미라: 그래요. 아자씨, 여기 ___________세요. 
아저씨: 여기 있습니다. 
윌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림표 
설렁탕………6000 
떡국…………..4000 
갈비탕………4000 
비빔밥………4500 
냉면………5000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어 보세요. 
사샤: 여보세요. 거기 ________________________지요? 
직원: 네, 그런데요. 
사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림표 
피자…….17,500 
스파게티……..6,500 
샐러드……..4300 
콜라……..1500 
 
말하기 연습 2: 교실에서 나가는 학생은 어제 무엇을 먹었는 지 침작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 학생에게 물어 보세요. 질문하는 학생은 «예» 아니면 
«아니오» 대답해 야 해요. 
 
말하기 연습 3: 대화를 만드세요. 
(사람 1) 사라는 지금 은행에 가려고 합니다. 은행에 가는 길에 부탁할 게 
있는지 샐리에게 물으십시오.  
(사람 2) 여러분과 같은 방을 쓰는 사라가 은행에 갑니다. 사라에게 스파게티 
재료를 사 오라고 부탁하십시오. 
<스파게티 재료> 스파게티 국수, 소스, 오이 피클, 마늘빵 
(사람 1) 미정이 손님 초대 음식을 물으러 수잔의 집에 왔습니다. 한국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미정에게 무슨 음식을 만들면 좋을지 말하십시오. 
(사람 2) 수잔의 집에 손님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미정에게 무슨 음식을 만들면 좋을지 물으십시오.  
<한식> 잡채, 호박전, 쇠고기전, 된장찌개,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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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 1) 러시아 친구의 집에서 맛있는 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르씨를 요리를 보고 싶습니다. 보르씨를 요리하는 방법을 친구에게 
물으십시오. 
(사람 2) 친구가 보르씨를 요리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친구에게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말하기 연습 4: 두 개 그룹으로 나뉘고 첫번째 그루브는 가드에 따라 질문해 
야 하고 다른 그룹으의 학생은 그 질문에 대답해 야 해요. 
음식 
동창생에게 보통 무엇을 아침삭사를 
하는 지 물어 보세요.. 
      이름         먹는 것         마시는 것    

음식 
동창생에게 언제 얼마 자꾸 외식을 
하는 적 하는 지 물어 보세요.. 
    이름         외식하는가?    어디에?     

디나 밥 차 올랴 예, 때때로 식당 

음식 
동창생에게 무엇을 먹는 것을 
싫어하는 지 물어 보세요.. 
     이름           싫어하는 음식 

음식 
동창생에게 어떤 음식을 요리를 잘 
할줄 아는 지 물어 보세요. 
이름           요리를 잘 할 줄 아는 
음식 

알리나 김치 까쨔 게이크, 달걀프라이 

음식 
동창생에게 무엇을 마시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 물어보세요. 
이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음식 
동창생에게 어떤 한식과 러시아 
음식을 좋아하는 지 물어보세요.. 
이름            한식               러시아 
음식 

 보빠 우유, 물, 차 쥬스 데니스 국수 블리느 

음식 
동창생에게 그들이 아주 뚱뚱하거나 
괜찮거나 아주 날씬하다고 생가하는 
것을 물어보세요. 
 
이름       뚱뚱하다?     괜찮다?   
날신하다? 

                         음식 
동창생에게 얼마 자꾸 과일을 먹는 
것을 물어 보세요. 
 
 
이름                    자꾸                     
가끔 

줴
냐 

     X   빠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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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연습 5: 그룹으로 나뉘고 다음 제목 (러시아음식, 한식, 중국음식)에 
따라 연구서를 하세요. 
VIII. 듣기         
듣기 연습 1: 다음 단어를 따라하세요. 
창가에- у окна, 2) 종업원- официант, 3) 메뉴- меню, 4) 갖다 주다- принести, 

5) 각자- каждый, 6) 고르다- выбирать, 7) 김치 찌개- кимчи- циге, 8) 김밥- 
ким- пап,  9) 잠시 후- спустя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10) 내다- платить, 11) 구석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12)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13) 우리는 각자 먹고 싶은 
것을 골랐습니다- 14) 밥을 다 먹고 나서 
 
듣기 연습 2: 빠진 단어를 쓰십시오. 
지난 주 일요일에 선미하고 _______에 갔습니다. 우리는 _____에 
앉았습니다. ______는 구석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종업원 아가씨가 
________를 갖다 주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_______ 먹고 
싶은 것을 골랐습니다. “여기 김치 찌개 1 인분하고, _______ 1 인분 갖다 
주세요”. 잠시 후 아가씨가 __________와 김밥을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_________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는 _______을 내고 
나왔습니다. 
1) 메뉴, 2) 맛있게, 3) 식당, 4) 김밥, 5) 김치찌개, 6) 창가, 7) 우리, 8) 각자, 9) 
돈 
듣기 연습 3: 다음 문장을 순서대로 쓰세요. 
1) 종업원 아가씨가 메뉴를 갖다 주었습니다.  
2) 우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3) 지난 주 일요일에 선미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4) 우리는 구석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5)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는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6)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7)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먹고 싶은 것을 골랐습니다.  
8) 잠시 후 아가씨가 김치찌개와 김밥을 갖다 주었습니다.  
9) “여기 김치 찌개 1인분하고, 김밥 1인분 갖다 주세요”. 
 
듣기 연습 4: 질문에 대답하세요. 
지난 주 일요일에 선미하고 어디에 갔습니까? 
가) 식당                 나) 시장                다) 광장 
2) 누가 메뉴를 갖다 주었습니까? 
가) 아주머니         나) 종업원 아가씨   다) 요리사 
3) 손님이 무엇을 골랐습니까? 
가) 김치 찌개와 김밥        나) 김치 찌개와 밥       다) 불고기와 김밥 
4) 손님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가) 맵게                   나) 많이                     다)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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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밥을 다 먹고 나서 손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나) 다른 음식을 골랐습니다 
다) 돈을 안 내고 나왔습니다 
 
 
Тема: «Путешествие» 

제목: «나는 이번 휴가 때 하와이를 여행했습니다» 
 

I. 복습 연습 
복습 연습 1: Изменить следующие глаголы в прошедшую, будущую фор-
мы. 
동사 았/었 겠 
1. 여행하다   
2. 도착하다   
3. 좋다, 4. 가다, 5. 풀다, 6. 갈아입다, 7. 쉬다, 8. 먹다, 9. 비싸다, 10. 맛있다 
 

복습 연습 2: 다음 문장을 통역하세요. 
1) 우리는 오전 9시30분에 호놀룰로 국제 공랑에 도착했습니다. 
2) 짐을 푼 후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 식사를 한 후에 우리는 와키키 해변으로 갔습니다. 
4) 수영을 한 후에 우리는 해변옆에 있는 시장에 갔습니다. 
5) 다음 날 우리는 아침 식사후에 차를 타고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6) 민속촌에 가 기 전에 필림을 샀습니다. 
 

복습 연습 3: 두문장을 연결하세요. 
1) 지난해 동남아시아를 여행했다. 그렇지만 다음해 하와이를 
구경하겠다. 

2) 태국에서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었다. 그렇지만 한국에 매운 음식을 
식사했다. 

3) 하와이에서 폴리네시안 민속촌을 관광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수도를 아직도 보지 못했다. 

4) 하와이에서 옛날 왕궁만 보았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여러궁을 본 적이 
있었다. 

5) 윌슨은 제주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가 본적이 없었다. 
 
복습 연습 4: 다음 단어를 읽어 보세요. 

1) 9시 30분, 2) 호놀룰로, 3) 국제 공항, 4) 음식값이, 5) 많이, 6) 옆에 있는 
시장, 7) 관광했습니다, 8) 옛날, 9) 왕궁, 10) 사람들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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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Лекс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하와이- Гаваи, 호주- Австралия, 스페인- Испания, 중국- Китай, 독일- 
Германия, 프랑스- Франция, 미국- Америка, 이탤리아- Италия; 
2) 여해하다-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예: 나는 이번 휴가 때 하와이를 
여행했습니다. 동의어: 여행을 떠나다 
3) 국제 공항-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예: 우리는 오전 9 시 30 분에 
호놀룰로 국제 공랑에 도착했습니다. 국내 공항- аэропорт внутренних 
авиалиний 
4) 짐을 풀다- оставлять груз, 예: 호텔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5) 갈아입다- переодеваться, 예: 짐을 푼후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6)해변- берег моря, 예: 식사를 한후에 우리는 와키키 해변으로 갔습니다. 
강가- берег реки 
7) 관광하다- осматривать, 예:다음 날 우리는 아침 식사후에 차를 타고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8) 민속촌- национальная деревня, 예: 점심 식사 후에는 폴리네시안 
민속촌에 갔습니다. 

9) 필림- фотопленка, 예: 민속촌에 가 기 전에 필림을 샀습니다. 
 
III. 본문: 하와이에서. 
나는 이번 휴가 때 하와이를 여행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생 
제니퍼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전 9시 30분에 호놀룰루 국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짐을 푼 후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음식값이 
조금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우리는 와이키키 해변으로 갔습니다. 해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와 제니퍼는 수영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해변에서 쉬셨습니다. 수영을 한 후에 우리는 해변 옆에 있는 시장에 
갔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티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제니퍼는 그림 엽서를 
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침 식사 후에 차를 타고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옛날 
하와이 왕궁을 보고 쇼핑 센터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폴리네시안 민속촌에 갔습니다. 민속촌에 가기 전에 필름을 샀습니다. 
민속촌에서 하와이의 옛날 집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훌라춤도 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IV. 본문 연습: 

본문 연습 1: 다음 단어를 통역하세요. 
1) 여름 휴가가, 2) 여행하다, 3) 도착하다, 4) 호텔, 5) 짐, 6) 갈아입다,       
7) 쉬다, 8) 점심, 9) 비싸다, 10) 해변, 11)плавать, 12) рынок, 13) открыт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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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завтрак, 15) торговый центр, 16) национальная деревня, 17) фотопленка, 
18) древние дома, 19) танец, 20) интересный. 

 
본문 연습 2: 옳바르게 연결하세요. 
1) 하와이를                                                     1) 먹었다 
2) 공항에                                                         2) 좋았다 
3) 날씨가                                                         3) 풀었다 
4) 호텔에                                                         4) 비쌌다 
5) 짐을                                                             5) 갔다 
6) 옷을                                                             6) 쉬셨다 
7) 점심을                                                         7) 여행했다 
8) 음식깂이                                                     8) 갈아입었다 
9) 해변에서                                                     9) 샀다 
10) 티셔츠를                                                  10) 도착했다 
 

본문 연습 3: 맞는 조사를 써 보세요. 
1) 우리__ 오전 9시30분__ 호놀룰__ 국제 공항__ 도착했습니다. 2) 짐__ 
푼후__ 옷__ 갈아입었습니다. 3) 식사__ 한후__ 우리__ 와키키 해변__ 
__ 갔습니다. 4) 수영__ 한후__ 우리__ 해변옆__ 있는 시장__ 갔습니다. 
5) 옛날 하와이 왕궁__ 보고 쇼핑 센터__ __ 쇼핑__ 했습니다. 6) 
민속촌__ 가 기 전__ 필림__ 샀습니다. 

 
본문 연습 4: 다음 문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세요. 

그 말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1) 나는 이번 휴가 때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2) 우리는 오전 10시30분에 호놀룰로 국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 식사를 한후에 우리는 와키키 해변으로 갔습니다. 
4) 수영을 한후에 우리는 해변옆에 있는 다방에 갔습니다. 
5) 다음 날 우리는 아침 식사후에 차를 타고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6) 시내에 가 기 전에 필림을 샀습니다. 
7) 민속촌에서 하와이의 옛날 집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 연습 5: 다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가: 나: 
1) 주인공은 이번 여름 휴가때 어디를 
여행했습니까? 

1) 주인공은 이 번 여름 휴가때 
_______를 여행했습니다. 

2) 하와이에 몇시에 도착했습니까? 2) 하와이에 오전 ____ 시 _____ 
분에 도착했습니다. 

3) 제일 먼저 어디에 갔습니까? 3) 제일 먼저 ______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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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디에서 점심을 먹었습니까? 4) _______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5) 식사를 한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5) 식사를 한후에 _________으로 

갔습니다. 
6) 언제 시장에 갔습니까? 6) __________은 후에 갔습니다. 

 

7) 다음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7) __________을 보고 쇼핑 
센터에서 _____을 했습니다. 

8) 폴레니시안 민속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8) 민속촌에서 하와이의 ______ 
______과 사람들의 ________을 
보고 후라 ______도 보았습니다. 

 
본문 여습 6: 다음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생 제니퍼와 함께 어디를 했습니까? 
2) 그들은 어떤 공항에 도착했습니까? 
3) 호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4) 해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5) 다음 날에 하와이에서 어떤 곳을 보았습니까? 

 
본문 연습 7: 이 본문을 자기 말로 얘기하세요. 
 

V. 대화: 
 

민호: 오래간만입니다. 휴가는 잘 보냈어요? 
마이클: 네, 잘 보냈어요. 
민호: 어디에 다녀왔어요? 
마이클: 동남아시아를 여행했어요. 
민호: 얼마 동안 여행했어요? 
마이클: 일 주일 동안 여행했어요. 태국하고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구경했어요. 홍콩에서 이틀, 싱가포르에서 이틀, 태국에서 나흘 있었는데, 
태국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민호: 태국에서 뭐 했어요? 
마이클: 거기에서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배도 타고 수상 
스키도 탔어요. 수영도 많이 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호: 언제 돌아왔어요? 
마이클: 그저께 밤에 왔어요.  
 

대화 연습 1: 다음 단어를 쓰세요. 
1) отпуск, 2)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3) быть интересным, 4) быть вкусным, 

5) возвращаться, 6) ночь, 7)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8) осматривать, 
9) плавать, 10) плыть на пароход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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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연습 2: 다음 단어를 외우세요. 
1) 다녀오다-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동의어: 가다, 여행하다 
2) 동남아시아- юго- восточная Азия, 
3) 태국- Таиланд, 홍콩- Гонконг, 싱가포르- Сингапур, 
4) 구경하다- осматривать, 동의어: 관광하다,  
5) 배를 타다- переправляться пароходом, 수상 스키를 타다-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водных лыжах, 

6)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 모레 
позавчера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послезавтра 

 
대화 연습 3: 맞는 단어를 쓰세요. 
민호: 오랜만입니다. 휴가는 잘 보냈어요? 
마이클: 네, 잘 보냈어요. 
민호: 어디에 다녀왔어요? 
마이클: __________을/를 여행했어요 (한국, 러시아, 하와이). 
민호: 얼마 동안 여행했어요? 
마이클: ____ 주일 동안 여행했어요 (이, 삼, 사). ____하고 ____하고 
_____을/를 구경했어요 (서울 타워, 창덕궁, 경복궁/모스크바, 
쌍크트페태르부르그, 연해주/와키키 해변, 왕궁, 폴리네시안 민속촌). 
민호: ______에서 뭐 했어요 (한국, 러시아, 하와이)? 
마이클: 거기에서 ______를 _______. 그리고 _________을 _________. 
____________ (시내를 관광하다, 쇼핑을 하다, 산책하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호: 언제 돌아왔어요? 
마이클: ________ 왔어요 (그저께, 어제, 오늘).  
 

대화 연습 4: 대화를 만드세요.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방학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친구와 같이 이야기 해보십시오. 

 
VI.문법 연습: (деепричастие предшествования II, противительное дееприча-
стие 지만, ) 

문법 자료:  

• деепричастие предшествования II, 
• категория попытки к действию (아/어 보다), 
• 은 적이 있다/ 없다,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1. Деепричастие предшествования II образуется путем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деепричастию предшествования I  (아/어/여) усилительный частицы 서, н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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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имер, 와서, 먹어서, 마셔서, 공부해서. Основным значением этого дее-
причастия является указание на то, что выраженное им действие предшест-
вует другому действию, например, 그들은 제주도에 도착해서 먼저 

한라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 Прибыв на Чечжудо, поднялись сначала на 
гору Халласан. 

2. Категория попытка к действию образуется путем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дее-
причастию предшествования I служебного глагола 보다 и выражает значе-
ние попытки совершения действия, например,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 Попробуйте произнести это слово еще раз. 

3.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ая конструкция «은/ㄴ 적이 있다/없다» образуется 
при помощи причастия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сказуемого придаточн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служебного имени 적 в именительном падеже и 있다/없다. 

 
문법 연습 1: Образовать от следующих глаголов деепричастие II. 
1) 떠나다, 2) 도착하다, 3) 높다, 4) 여행하다, 5) 구경하다, 6) 먹다,       
7) 돌아오다, 8) 수영하다, 9) 재미있다, 10) 오다. 

 
문법 연습 2: 빈 칸에 동사를 쓰십시오. 
기본형 (으)ㄴ 적이 있다/ 없다 아(어,여) 본 적이 있다/ 

없다 
기다리다   
약속을 지키다   
요리하다   
공부하다   
여행하다   
밤을 새우다   
싸우다   
동물을 키우다   
사진을 찍다   
먹다   
길을 잃다   
듣다   
걷다   
만들다   
살다   
 
문법 연습 3: 질문하고 대답하세요. 
1) 유명한 사람을 마난 적이 있어요? 
2) 점을 본 적이 있어요? 
3)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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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말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5)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6) 한국 음식을 만든 적이 있어요? 
7)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8) 붕어빵 먹어 본 적이 있어요? 
9) 한국어 수업 시간에 존 적이 있어요? 
10) 한복을 입어 본 적이 있어요? 

 
문법 연습 4: 다음 문장을 통역하세요. 

1) Хотя Вильсон много слышал об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но никогда там не 
был. 

2) Мне доводилось бывать в Москве. 
3) Моя бабушка живет в Корее, но мне никогда не доводилось побывать 
там. 

4) Они прибыли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поэтому сначала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гору 
Халласан. 

5) Еда была немного дорогой, но вкусной. 
문법 연습 5: 다음 문장을 통역하세요. 

1) 윌슨은 기뻐서 아침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2) 윌슨은 제주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3) 그들은 제주도에 도착해서 먼저 한라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4) 한라산은 높아서 올라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5) 음식값이 조금 비쌌지만 맛있었습니다. 
 
VI. 말하기 연습: 

말하기 연습 1: 교실에서 나가는 학생은 지난 방학에 어디에 갔다왔는 지 
침작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 학생에게 물어 보세요. 질문하는 학생은 «예» 
아니면 «아니오» 대답해 야 해요. 

 
VII. 듣기 연습: 

듣기 연습 1: 빠진 단어를 쓰세요. 
  윌슨은 철수와 함께 지난 _____에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떠나는 날, 
윌슨은 기뻐서 _____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윌슨은 _______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가 본 적은 없었어요. 철수는 이번 제주도 _______이 두 
번째였어요. 
  제주도는 _______에서 가장 큰 섬인데, ______가 따뜻하며 _______가 
매우 아름다워요. 그들은 제주도에 ________서 먼저 한라산에 올라가 
보았어요. 한라산은 ________서 올라가기가 꽤 힘들었어요. 한라산에서 
내려다본 ________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주도는 윌슨의 ________에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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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연습 2: 문장이 맞으면 “+” 하고 틀리면 “-” 하세요. 
1) 윌슨은 철수와 함께 지난 여름에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2) 떠나는 날, 윌슨은 기뻐서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3) 윌슨은 하와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가 본 적은 없었어요.  
4) 그들은 제주도에 도착해서 먼저 설악산에 올라가 보았어요.  
5) 한라산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듣기 연습 3: 맞는 답을 고르세요. 
1) 윌슨은 철수와 함께 언제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까? 
가) 지난 겨울에     나) 지난 가을에    다) 지난 여름에 
2) 철수는 이번 제주도 여행이 몇번째였습니까? 
가) 세 번째           나) 두 번째       다) 첫 번째 
3)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무었입니까? 
가) 제주도           나) 한라산          다) 설악산 
4) 어디에 기후가 따뜻하며 경치가 매우 아룸답습니까? 
가) 제주도           나) 한라산          다) 설악산 
5) 어디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까? 
가) 제주도           나) 한라산          다)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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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иложение 
 

Материал, предлагаемый для аудирования 
 
Тема «Урок» 

한국어수업 
오늘 한국어수업이 있습니다. 종이 울립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일어서고  선생님께 인사합니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교과서를 읽고 
공책에 연습을 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단어를 씁니다. 우리반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합니다. 우리는 수업에 안 빠집니다. 
 
Тема «Зоопарк» 

제 친구 

저는 동물 두 마리 즉 강아지와 고양이새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저에게 생일에 앵무새를 선물했습니다. 앵무새는 크고 좋습니다. 또 

앵무새는 여러 가지 색 즉 노랗고 푸른 색입니다. 저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기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합니다. 

저는 앵무새와 시간을 즐겁게 보냅니다. 앵무새는 머리위에 앉아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앵무새를 아주 좋아합니다. 
 
Тема «Погода» 
듣기 지문 (한국어 1 서울 대학교 어학연구소 문진미디어 제 6 과) 
영희: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윌슨: 좋습니다. 
영희: 중국은 요즈음 날씨가 어떻습니까? 
윌슨: 덥습니다. 
영희: 일본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윌슨: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옵니다. 
영희: 호주에도 비가 옵니까? 
윌슨: 아니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눈이 옵니다. 
 

Тема «Мой дом» 
듣기 지문: 
저는 미라라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삽니다. 우리 아파트는 거실과 

침실과 아동실과 부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쉬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우리 거실은 아주 큽니다. 거실에 소파와 안락의자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침대실이 안 큽니다. 이 방은 침대와 옷장과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위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동실에서 여동생이   

장남감을 놉니다 부엌에서 어머님은 요리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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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ма «Распорядок  дня» 
편지 

다마씨,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나는 한국에서 잘 지냅니다. 여기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는 아침 8 시에 일어나고 세수합니다. 8 시 30 분에 나는 

한국친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합니다. 아침식사를 한다음에  나는 학교에 

갑니다. 아침 9 시부터 낮 2 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한다음에 나는 학교식당에서 2 시반에 점심식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친구를 만나고 산보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주 운동하고 컴퓨터를 

칩니다. 또 우리는 극장과 양화관과 박물관에 갑니다. 

저녁 6시에 저녁식사를  합니다. 저녁식사를 한다음에 나는 9시까지 

숙제를 합니다. 숙제를 한다음에 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토요일에 나는 친구와 힘께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2009 년 2 월 25 일 

        
Тема «Обучение» 

시험 

우리는 올해 곧 시험을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2 개의 시험을 

보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산수시간의 시험을 필기로 보고 다른 시험을 

마음대로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시간, 지리학, 물리학을 

골랐습니다. 

우리 반의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어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어 시험은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입니다. 한국어시험은 어려운데 재미있습니다.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러 여름에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Тема «Покупки» 

어떻게 토끼는 작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꼬리가 없는 토끼가 살았습니다. 토끼는 여우보다 더 긴 

꼬리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어느날에 토끼는 여우를 만났습니다. 

토끼는 «여우씨,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우는 «저는 쇼핑하러 가게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을 사고 싶어요?» 

«꼬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우씨는 제일 길고 아름다운 꼬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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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새로운 꼬리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꼬리가 이꼬리보다 

더 길고 아름답습니다. » 

«여우씨, 제발, 저에게 꼬리를 사십시오. 제가 꼬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약속하고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에서 여우는 새로운 꼬리를 

샀는데 토끼에게 안 샀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토끼를 만났습니다. 

«아이구, 꼬리가 좋구나! 그러나 저에게 샀습니까?» 

«아닙니다. 이꼬리밖에 아무꼬리도 없습니다.» 

이말을 들은 후에 토끼는 아주 슬퍼졌습니다. 이시간에 개아저씨가 

산책하다가 토끼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모든 동물은 꼬리가 있는데 저만 꼬리가 없습니다.» 

«제가 도와 줄게요.» 

개는 멀리서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의 꼬리의 덩어리를                 

떨어지고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토끼는 이 작은 꼬리를 붙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Тема «Хобби»: 
듣기 지문 (한국어 2 제 19 과): 
소피아: 시간이 나면 뭘 해요? 
수미: 난 주말마다 등산을 가요. 소피아 씨는 취미가 뭐예요? 
소피아: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요. 
수미: 참 멋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군요. 난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소피아: 등산도 아주 좋은 취미인 섯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요. 
수미: 이번 일요일에 관악산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소피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소 그림도 그리고요. 
 

Тема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듣기 지문: 
마이클은 이번 주 토요일에 여행을 갈겁니다. 마이클은 여권과 사진기와 
옷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호텔을 예약할 겁니다. 내일 비행기표를 살 
겁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필림과 수영복도 살 겁니다. 
 

Тема «Россия и Корея»: 
듣기 지문: 
한국어 2 제    과: 
윌슨과 나는 경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아침 아홉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오후 두시에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기차안에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창밖ㅇ의 산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여행은 참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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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ема «Путешествие»: 
윌슨은 철수와 함께 지난 여름에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떠나는 날, 윌슨은 
기뻐서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윌슨은 하와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가 본 적은 없었어요. 철수는 이번 제주도 여행이 두 번째였어요.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인데, 기후가 따뜻하며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요. 그들은 제주도에 도착해서 먼저 한라산에 올라가 보았어요. 
한라산은 높아서 올라가기가 꽤 힘들었어요. 한라산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주도는 윌슨의 마음에 들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