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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d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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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잘 있었어요?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어요. 집에는 별일 없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대해줘서 여행 다니기에는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고향에서만 공부했던 한국어를 직접
써 볼 기회가 생겨서 좋아요. 맛있는 음식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역시 엄마가 만든 음식
이 그리워요.
어제는 방송국에 갔어요.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직
접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거기에서 다른 팬들도 많이 만나서 금방 친해졌어요. 우리
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같이 한강 공원에서 치맥을 먹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고 하니
까 친구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준비해 간 동전을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서
로 연락처도 교환하면서 앞으로 자주 연락하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아요.
내일은 남대문시장에 갈 거예요. 엄마랑 아빠한테 드릴 선물도 사고 시장 구경도 할 생각이
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갈 거예요. 거기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서울
로 올라와서 집에 돌아갈 계획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돌아가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
이 들려드릴게요. 언니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다들 보고 싶어요.

서울에서 조앤 드림.

단어
단어 연습
연습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이 서류에 성함과
① 선물

을/를 적어 주세요.
② 방송국

2. 친구가 약속에 늦었는데
① 다들

② 서로

③ 연락처
화를 내더군요.
③ 직접

3. 운전면허가 있기는 하지만 운전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아직
① 서툴러요

② 사귀어요

④ 기념품

③ 들려줘요

④ 오히려
.
④ 교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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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이해
이해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② 한국에서 여행하고 있다.
③ 말레이시아어를 가르치고 있다.
④ 말레이시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2. 이 사람은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① 한강 공원에 갔다.
② 방송에서 노래를 불렀다.
③ 친구들에게서 선물을 받았다.
④ 한국 친구들과 텔레비전을 봤다.
3. 이 사람은 내일

.

① 집에서 쉴 계획이다.
②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다.
③ 가족들 선물을 살 것이다.
④ 부산에 사는 친구를 만나려고 한다.
4. 이 사람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① 이 사람은 여자다.
②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
③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있다.
④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을 했다.

요약
요약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그립다

직접

즐겁다

구경

나는 지금 한국을 여행하고 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즐거

은/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제는 방송국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들

을 수 있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가 되었다. 내일은 남대문시장에 가서 부
모님 선물을 사고 시장 구경
즐겁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구경

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에 갔다 오려고 한다. 한국 여행은 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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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단어 연습
1.③

2.④

3.①

내용 이해
1.②

2.①

3.③

4.②

요약
즐거운, 직접, 구경,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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