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만나서 반가워요
명희 씨,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준이치라고 합니다. 인터넷 펜
팔 사이트에서 명희 씨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보고 메일을 드리게 되었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지요? 저는 일본 사람이고 지금 22살이에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
하고 있는데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같은 학교에 있는 한국 유학
생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 음식 중에는 찌개 종류를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은 보통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저는 매운 음식도 즐겨 먹어요.
처음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때 같은 반에 있었던 재일교포 친구였어요. 그 친구
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대학생이 된 후에는 같이 한국에서 배낭
여행도 다녀왔었어요.
명희 씨는 일본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했지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준이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희라고 해요. 메일 받고 정말 기뻤어요.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제 일본어 실력에 비해서 준이치 씨의 한국어 실력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자극도 돼요. 저도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제가 펜팔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셨다고 하니까 제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작년에 갔던 일본 여
행이었어요. 사실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채로 여행을 갔었어요.
가기 전에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가 보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
서 일본어를 공부해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거예요. 준이치
씨는 아마 제 첫 일본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반가워요!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신문에 소개된 어느 학생의 사연을 읽고
① 자극

② 계기

2. 운동을 하기에는 가을이 겨울보다 더
① 지내요

② 즐겨요

3.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① 사실

② 훨씬

을/를 많이 받았어요.
③ 인상

④ 종류

.
③ 대해요

④ 나아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③ 오히려

④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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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명희 씨와 준이치 씨는 어떤 사이입니까?
① 선후배 사이

② 펜팔 친구 사이

③ 서로 모르는 사이

④ 선생님과 학생 사이

2. 준이치 씨는 명희 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한국을 여행했을 때 만났다.
② 친구가 명희 씨를 소개해 줬다.
③ 인터넷에서 명희 씨의 글을 읽었다.
④ 명희 씨에게서 한국어를 배웠다.
3. 준이치 씨는 _______________________.
① 혼자 한국어를 공부했다
② 한국 친구가 별로 없다
③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
④ 지금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4. 명희 씨는 어떻게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까?
① 일본 드라마에 관심이 있어서

② 일본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서

③ 일본을 나중에 여행하려고

④ 일본 여행에서 좋은 추억이 많아서

5. 명희 씨는 _______________________.
① 일본 친구가 많다

② 일본어를 잘하는 편이다

③ 펜팔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④ 준이치 씨의 연락을 기다렸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통하다

답장

관심

준이치 씨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본 학생이다. 재일교포 친구를
/아서/여서 한국 문화에

어서

을/를 갖게 되었다. 준이치 씨는 명희 씨의 글을 인터넷에서 보

고 이 메일을 쓰게 되었다. 준이치 씨는 명희 씨와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명희 씨는 준이치 씨의 메일
을 받고 기뻐서

을/를 보냈다. 명희 씨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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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①

2.④

3.③

내용 이해
1.②

2.③

3.①

4.④

5.③

요약
통해서, 관심을, 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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