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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핵심 강좌

01 담장

담장

담장

정원

정원

수영장

02 아이 두 명이 담장에 앉아 있어요.

남자가 정원에서 점심을 먹어요.

남자가 정원에서 신문을 읽어요.

수영장이 안에 있어요.

수영장이 밖에 있어요.

03 정원이 수영장 옆에 있어요.

정원이 집 뒤에 있어요.

꽃이 담장 옆에 있어요.

수영장이 담장 안에 있어요.

04 저는 담장에 올라가요.

여자아이가 담장에서 뛰어내려요.

여자가 사다리에 올라가요.

남자가 사다리에서 뛰어내려요.

05 남자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요.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요.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06 여자아이가 뛰어올라요.

말이 담장을 뛰어넘어요.

남자가 공을 던져요.

여자가 텐트 위로 공을 던져요.

07 남자아이가 공을 던질 거예요.

남자아이가 공을 던져요.

남자아이가 공을 던졌어요.

08 여자아이가 차 위로 공을 던져요.

남자가 물을 뛰어넘어요.

남자아이가 담장 위로 공을 던져요.

09 여자아이가 탁자 위로 올라가요.

남자아이가 탁자에서 뛰어내려요.

여자가 배 위로 올라가요.

남자아이가 배에서 뛰어내려요.

10 고양이가 침대 위로 뛰어올라요.

여자아이가 담에서 뛰어내려요.

남자아이가 탁자 위로 올라가요.

11 여자아이가 공을 던져요.

남자아이가 공을 잡아요.

여자가 꽃을 던져요.

남자가 꽃을 잡아요.

남자아이가 수건을 던져요.

여자가 수건을 잡았어요.

12 남자가 공을 던질 거예요.

남자가 공을 던졌어요.

여자가 오렌지를 잡을 거예요.

여자가 오렌지를 잡았어요.

13 정원에서 공을 던지지 마세요!

담장을 뛰어넘지 마세요!

나무에 올라가지 마세요!

14 텔레비전이 작동해요.

텔레비전이 작동 안 해요.

시계가 작동해요.

시계가 작동 안 해요.

15 컴퓨터가 작동해요?

아니요. 작동 안 해요.

카메라가 작동해요?

네, 작동해요.

16 아버지가 아들의 장난감을 고쳐요.

여자가 담장을 고쳐요.

남자가 비행기를 고쳐요.

저는 자전거를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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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속

17 제 핸드폰이 작동 안 해요. 고쳐주세요.

저희 컴퓨터가 작동 안 해요. 이분이 컴퓨터

를 고쳐요.

아이의 장난감이 작동 안 해요. 할아버지가 

장난감을 고쳐요.

제 라디오가 작동 안 해요. 고치실 수 있어

요?

18 이건 쉬워요.

이건 어려워요.

이건 쉬워요.

이건 어려워요.

19 이 공은 던지기 쉬워요.

이 여행가방은 던지기 어려워요.

이 담장은 올라가기 쉬워요.

이 산은 올라가기 어려워요.

20 여기에서는 스키를 타기 쉬워요.

여기에서는 스키를 타기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수영을 하기 쉬워요.

여기에서는 수영을 하기 어려워요.

21 이 자전거는 고치기 쉬워요.

이 컴퓨터는 고치기 어려워요.

이 담장은 고치기 쉬워요.

이 차는 고치기 어려워요.

22 이건 하기 쉬워요.

이건 하기 어려워요.

이건 하기 쉬워요.

이건 하기 어려워요.

23 왜 나무에 올라갔어요?

사과를 좋아해서요.

왜 공을 안 잡았어요?

공이 빨라서요.

24 왜 책을 안 읽었어요?

읽기 어려워서 안 읽었어요.

왜 수가 파티에 안 갔어요?

뉴욕에 가서 파티에 안 갔어요.

25 언젠가 저희는 저 사람들처럼 스키를 탈 거예

요.

언젠가 저는 저 여자처럼 춤을 출 거예요.

언젠가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기타를 칠 거

예요.

언젠가 저는 저 사람처럼 축구를 할 거예요.

26 저 사람들처럼 춤을 추기 어려워요.

저 사람처럼 운전하기 어려워요.

저 남자처럼 뛰어넘기 어려워요.

27 이 케이크가 차처럼 생겼어요.

이 냅킨이 꽃처럼 생겼어요.

이게 얼굴처럼 생겼어요.

28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여자들이 서로 닮았어요.

남자들이 서로 닮았어요.

여자아이들이 서로 안 닮았어요.

29 여자들이 서로 닮았어요.

상자가 텔레비전처럼 생겼어요.

티셔츠가 정장처럼 생겼어요.

남자아이들이 서로 닮았어요.

30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서로 만나요.

사람들이 서로 안아줘요.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편지를 써요.

어머니하고 딸이 서로 안아줘요.

31 여자아이 두 명이 서로 봐요.

남자들이 서로 도와줘요.

여자들이 서로 도와줘요.

32 빨간색 원피스가 좋으세요?

아니요. 파란색 원피스가 좋아요.

갈색 모자가 좋으세요?

아니요. 검은색 모자가 좋아요.

왜 흰색 셔츠를 안 사셨어요?

이 회색 셔츠가 더 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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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권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샐러드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있어요.

34 사과를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있어요.

자전거를 빌리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있어요.

35 아이가 탁자 위에 올라가요.

네? 저희 아이가 아니에요.

저 남자아이가 선생님 아들하고 닮았어요.

저희 아들은 수영을 하고 있어요.

36 컴퓨터가 작동해요?

아니요, 작동 안 해요. 고장 났어요.

어제 왜 안 고쳤어요?

어제는 자전거를 고쳤어요.

지금은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네, 탈 수 있어요.

1.2 핵심 강좌

01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02 닭고기가 가스레인지 위에 있어요.

오렌지 주스가 냉장고 안에 있어요.

컵들이 식기세척기 안에 있어요.

03 찻잔은 식기예요.

그릇은 식기예요.

접시는 식기예요.

컵은 식기예요.

04 물 한 컵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있어요.

우유 한 컵 드릴까요?

아니요. 있어요.

05 오렌지 주스 한 컵이 조리대 위에 있어요.

냉장고가 조리대 옆에 있어요.

식기세척기가 조리대 밑에 있어요.

06 싱크대 안의 식기가 더러워요.

식기세척기 안의 식기가 깨끗해요.

조리대 위의 그릇하고 컵이 더러워요.

07 컵에 우유가 가득 차 있어요.

싱크대에 식기가 가득 차 있어요.

식기세척기가 비어 있어요.

냉장고가 비어 있어요.

08 쓰레기통 냄새가 나빠요.

깨끗한 시트의 냄새가 좋아요.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릇이 비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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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컵이 가득 차 있어요.

컵이 비어 있어요.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어요.

쓰레기통이 비어 있어요.

10 창문이 천장에 있어요.

천장이 흰색이에요.

바닥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쓰레기통이 바닥에 있어요.

남자가 바닥을 고쳐요.

사람들이 천장을 고쳐요.

11 바닥을 좀 쓰세요.

남자가 주방을 쓸어요.

여자가 슈퍼마켓 앞을 쓸어요.

저는 계단을 쓸어요.

12 여자가 바닥을 쓸 거예요.

저희는 바닥을 쓸어요.

저는 바닥을 쓸었어요.

13 저는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여자가 쓰레기를 버려요.

14 남자가 설거지를 할 거예요.

여자아이가 설거지를 해요.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15 설거지를 하세요.

세수하세요.

빨래를 하세요.

16 계단을 쓰세요.

쓰레기를 버리세요.

의자를 고치세요.

빨래를 하세요.

17 남자가 카펫을 팔아요.

소파가 밖에 있어요.

빨간색 카펫이 바닥에 있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있어요.

18 고양이가 소파 위에 있고 여자가 소파 옆에 

있어요.

아기가 바닥에 앉아 있고 어머니가 소파에 앉

아 있어요.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고 남자가 소파 뒤에 

있어요.

19 저는 천장을 청소해요.

저는 카펫을 청소해요.

계단을 청소하세요.

남자가 소파를 청소해요.

20 뭐를 청소하세요?

소파 밑 바닥을 청소해요.

뭐를 청소하세요?

카펫 밑 바닥을 청소해요.

21 여자가 차를 치워요.

저는 거실을 치울 거예요.

학생이 도서관을 치워요.

저희는 방을 치웠어요.

22 주방을 좀 치우세요.

지금 치워요.

방을 좀 치우세요.

지금 치워요.

23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욕조가 비어 있어요.

세면대가 변기 옆에 있어요.

샤워실이 녹색이에요.

24 여자가 바닥을 닦아요.

남자가 변기를 닦아요.

세면대를 닦으세요.

저는 창문을 닦아요.

25 고양이가 세면대 안에 있어요.

남자아이가 샤워실 안에 있어요.

저는 세면대를 닦아요.

저는 샤워실을 닦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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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어머니하고 딸이 욕조를 닦아요.

저는 조리대를 닦아요.

남자아이가 바닥을 닦아요.

27 저는 목욕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목욕을 해요.

남자아이가 목욕을 했어요.

28 여자아이가 샤워를 할 거예요.

남자아이가 밖에서 샤워를 해요.

저는 샤워를 했어요.

29 여자가 목욕을 해요.

여자가 샤워를 해요.

저는 목욕을 할 거예요.

저는 샤워를 할 거예요.

30 쓰레기를 버렸어요.

바닥을 닦아야 해요.

설거지를 했어요.

바닥을 쓸어야 해요.

31 오늘 뭐 해야 해요?

욕실을 닦아야 해요.

제가 세면대를 닦을게요.

저는 욕조를 닦을게요.

변기를 닦으실 거예요?

네. 먼저 바닥을 쓰세요. 그 다음에 제가 변기

를 닦을게요.

32 어디에 가요?

공원에 가요.

방을 치웠어요?

네, 방을 치웠어요.

바닥을 청소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오후에 할 거예요.

1.3 핵심 강좌

01 이 남자는 힘이 세요.

이 남자는 더 힘이 세요.

이 여자는 힘이 세요.

이 여자는 더 힘이 세요.

02 남자는 힘이 세요.

남자는 힘이 안 세요.

여자는 힘이 세요.

아기는 힘이 안 세요.

03 누가 더 힘이 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힘이 세요.

누가 더 힘이 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이 세요.

04 남자아이가 운동을 해요.

남자가 운동을 안 해요. 신문을 읽어요.

여자아이들이 운동을 안 해요. 얘기해요.

여자가 운동을 해요.

05 남자가 운동을 해서 힘이 세요.

저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운동을 해요.

저희는 바닷가에서 운동을 해요.

06 사람들이 축구 연습을 해요.

남자가 사무실에서 골프 연습을 해요.

저는 테니스 연습을 해요.

07 브라질팀이 노란색을 입었어요.

프랑스팀이 파란색을 입었어요.

이 팀에 남자아이 여섯 명이 있어요.

이 팀에 여자아이 열한 명이 있어요.

08 축구팀이 연습해요.

테니스팀이 연습해요.

여자가 골프팀 사진을 찍어요.

09 어떤 운동 팀이에요?

축구팀이에요.

오늘 왜 연습해요?

내일 경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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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속

10 여자아이가 피아노 연습을 해요.

남자아이가 방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해요.

여자가 거실에서 기타 연습을 해요.

남자가 극장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해요.

11 저는 안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해요.

저는 밖에서 기타 연습을 해요.

저는 안에서 축구 연습을 해요.

저는 밖에서 축구 연습을 해요.

12 연습할까요?

네, 연습하세요.

바이올린을 바닥에 놓을까요?

아니요. 탁자 위에 놓으세요.

13 누가 왔어요.

누가 얘기하고 싶어 해요.

누가 사무실에 있어요.

누가 샤워실에 있어요.

14 누가 기타 연습을 해요.

누가 운동을 해요.

누가 설거지를 해요.

누가 차 안에 있어요.

15 누가 뭐를 사요.

누가 사진을 찍어요.

누가 뭐를 만들어요.

16 우리는 축구하기에 더 좋은 곳을 찾아야 해

요.

우리는 악기 연습하기에 더 좋은 곳을 찾아

야 해요.

남자가 먹을 곳을 찾아요.

사람들이 캠핑할 곳을 찾아요.

17 여기는 수영을 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축구를 연습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운동을 하기에 나쁜 곳이에요.

여기는 스키를 타기에 좋은 곳이에요.

18 사람들이 공부할 곳을 찾아요.

사람들이 공부할 곳을 찾았어요.

저희는 운동할 곳을 찾아요.

저희는 운동할 곳을 찾았어요.

19 누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남자가 뭐를 찾아요.

언젠가 저는 유명한 가수가 될 거예요.

20 때로는 개들이 안에 살아요. 하지만 때로는 

밖에 살아요.

때로는 수학이 쉬워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

워요.

때로는 제가 사람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때

로는 동물 사진을 찍어요.

21 저희는 때로는 치마를 입어요. 그리고 때로는 

바지를 입어요.

저희는 항상 치마를 입어요.

저는 때로는 아침에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때로는 차를 마셔요.

저는 아침에 항상 커피를 마셔요.

22 때로는 여기가 추워요. 그리고 때로는 더워

요.

여기는 항상 추워요.

여기는 전혀 안 추워요.

23 라임은 항상 셔요.

초콜릿은 전혀 안 셔요.

설탕은 항상 달아요.

후추는 전혀 안 달아요.

24 저는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샤워를 해요.

저는 고기를 전혀 안 먹어요.

아기가 때로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때로는 

목이 말라요.

여기는 항상 누가 서 있어요.

저희는 여름에 전혀 스키를 안 타요.

저는 때로는 일찍 집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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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디에서 연습하세요?

때로는 여기에서 연습해요. 그리고 때로는 학

교에서 연습해요.

언제 여기에서 연습하세요?

가을에 여기에서 연습해요.

언제 학교에서 연습하세요?

겨울에요.

1.4 핵심 강좌

01 눈

귀

코

입

02 이게 뭐예요?

남자아이의 다리예요.

이게 뭐예요?

여자아이의 팔이에요.

03 팔

다리

눈

귀

코

입

04 제 다리예요.

제 팔이에요.

제 눈이에요.

제 귀예요.

제 코예요.

제 입이에요.

05 여자아이가 팔을 다쳤어요.

저는 코를 다쳤어요.

남자가 눈을 다쳤어요.

저는 다리를 다쳤어요.

06 남자아이가 무릎을 다쳤어요.

저는 팔꿈치를 다쳤어요.

남자의 손이 무릎 위에 있어요.

여자의 팔꿈치가 탁자 위에 있어요.

07 저는 무릎에 밴드가 필요해요.

남자는 손가락에 밴드가 있어요.

여자아이는 팔에 밴드가 있어요.

08 저는 팔꿈치에 밴드가 있어요.

아이들은 무릎에 밴드가 있어요.

남자아이는 다리에 밴드가 있어요.

여자아이는 무릎에 밴드가 있어요.



8

1.4 계속

09 남자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요.

남자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남자가 말을 타요.

남자가 말에서 떨어져요.

여자가 자전거를 타요.

여자아이가 넘어져요.

남자가 스키를 타요.

남자가 넘어져요.

10 남자가 넘어져요.

남자가 넘어졌어요.

여자아이가 담장에서 떨어져요.

여자아이가 담장에서 떨어졌어요.

11 넘어졌어요. 밴드 있으세요?

팔꿈치를 다쳤어요. 밴드 있으세요?

목이 말라요. 물 있으세요?

아파요. 약 있으세요?

12 어떻게 된 거예요?

비가 올 때 밖에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졌

어요.

13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스키를 탈 때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14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빨래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젯밤에 세 시간 동안 춤을 췄어요.

15 어떻게 된 거예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담장에서 떨어졌어요.

16 어떻게 된 거예요?

자전거를 탔어요. 넘어졌어요.

무릎을 다쳤어요?

아니요. 팔꿈치를 다쳤어요.

밴드가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17 머리

머리

머리

배

배

팔

18 남자아이는 머리가 아파요.

여자아이는 배가 아파요.

저는 귀가 아파요.

남자아이는 코가 아파요.

19 저는 머리가 아파요.

저희 아들은 배가 아파요.

여자는 팔이 아파요.

저는 눈이 아파요.

여자는 코가 아파요.

남자는 입이 아파요.

20 왜 그래요?

귀가 아파요.

왜 그래요?

아파요.

21 왜 그러세요?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러세요?

눈이 아파요.

22 지금 기온이 몇 도예요?

이 도예요. 코트를 입어야 해요.

지금 기온이 몇 도예요?

삼십 도예요. 바닷가에 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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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자의 체온이 삼십칠 도예요.

공원의 기온이 삼십이 도예요.

여자의 체온이 삼십구 도예요.

산의 기온이 오 도예요.

24 남자아이가 아파요. 체온이 사십 도예요.

날씨가 추워요. 기온이 일 도예요.

여자아이가 안 아파요. 체온이 삼십칠 도예

요.

바닷가가 더워요. 기온이 삼십오 도예요.

25 아기의 체온이 몇 도예요?

삼십칠 도예요.

제 체온이 몇 도예요?

삼십팔 도예요.

26 왜 그러세요?

체온이 삼십구 도예요.

의사한테 전화해야 해요.

의사 전화번호가 냉장고 위에 있어요.

27 여자가 약을 물하고 같이 먹어요.

저녁 먹은 후에 약을 먹어야 해요.

약을 우유하고 같이 드세요.

28 남자가 하루에 한 번 아침을 먹어요.

기차가 하루에 두 번 파리로 출발해요.

하루에 두 번 이 약을 드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커피를 마셔요.

29 하루에 두 번 이를 닦아야 해요.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바르셀로나로 출발해

요.

하루에 네 번 이걸 드세요.

버스가 하루에 여섯 번 시내로 출발해요.

30 테니스 치세요?

네, 일주일에 세 번 쳐요.

약 드세요?

네, 하루에 한 번 이걸 먹어요.

31 왜 그래요?

배가 아파요.

체온이 삼십팔 도예요.

일주일에 세 번 이 약을 드셔야 해요.

32 조심하세요. 바닥이 젖어 있어요.

조심하세요. 차가 와요.

조심하세요. 나무에서 떨어져요.

33 자전거를 탈 때 조심하세요.

차를 고칠 때 조심하세요.

눈이 왔어요. 운전할 때 조심하세요.

아기하고 놀 때 조심하세요.

34 내일 스키를 타러 갈 거예요?

네, 내일 아침에 갈 거예요.

조심하세요.

35 안녕하세요, 존 씨?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왜 그러세요?

머리가 아파요.

36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하루에 두 번 이걸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다리에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안녕히 가

세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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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정표

01 사다리 좀 가져 오세요.

네, 사다리를 가져 올게요.

02 사다리가 고장 났어요?

네, 사다리가 고장 났어요.

03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04 왜 그러세요?

무릎을 다쳤어요.

05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어요.

06 밴드가 필요하세요?

아니요, 밴드가 안 필요해요.

07 사과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08 누가 여기에 살 거예요?

친구의 가족이 살 거예요. 아이가 두 명 있어

요.

09 같은 축구팀이에요?

네, 저희는 같은 축구팀이에요.

10 오늘 연습해요?

아니요, 오늘 연습 안 해요. 오늘은 세 시에 

경기가 있어요.

11 바닥을 청소할까요?

네, 바닥을 청소하세요.

12 고장 났어요?

네, 고장 났어요.

13 바닥을 쓸어드릴까요?

네, 바닥을 쓸어주세요.

14 사람들이 몇 시에 와요?

사람들이 세 시에 와요.

2.1 핵심 강좌

01 남자들이 이겼어요.

여자가 이겼어요.

여자아이가 이겼어요.

남자아이가 이겼어요.

02 파란색 차가 져요.

빨간색 차가 이겨요.

빨간색 팀이 져요.

녹색 팀이 이겨요.

저희가 이겼어요.

제가 졌어요.

03 여자아이가 이겼어요. 남자아이가 졌어요.

사람들이 이겨서 행복해요.

남자가 져서 슬퍼요.

남자가 이겨서 행복해요.

04 아무도 안 먹어요.

사람들이 다 달려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아무도 안 놀아요.

05 아무도 안 뛰어올라요.

사람들이 다 뛰어올라요.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06 침대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탁자 위의 모든 것이 파란색이에요.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싱크대의 모든 것이 더러워요.

07 카펫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풀 위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바닥에 있어요.

08 이 방의 아무것도 새 것이 아니에요.

이 거실의 뭐가 주황색이에요.

이 집의 모든 것이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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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조리대 

위에 있어요.

조리대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냉장고 

안에 있어요.

싱크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탁

자 위에 있어요.

탁자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싱크

대 안에 있어요.

10 펜이 충분해요.

의자가 모자라요.

커피가 모자라요.

후식이 충분해요.

11 컵이 충분해요?

네, 컵이 충분해요.

포크가 충분해요?

아니요. 포크가 모자라요.

12 이 팀이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저는 파란색 옷을 입은 팀이에요.

파란색 옷을 입은 팀이 이겼어요.

파란색 옷을 입은 팀이 졌어요.

13 개 한 마리가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남자아이가 빨간색 스웨터를 입은 개하고 같

이 놀아요.

여자아이가 빨간색 스웨터를 입은 개하고 같

이 달려요.

14 남자아이가 이겼어요.

이긴 남자아이가 행복해요.

여자아이가 떨어져요.

떨어진 여자아이가 팔을 다쳤어요.

남자가 져요.

진 남자가 슬퍼요.

15 이 여자는 미술을 가르쳐요.

미술을 가르치는 여자가 여자아이한테 얘기

해요.

미술을 가르치는 여자가 그림을 사요.

16 어떤 음악가가 친구예요?

기타를 연주하는 음악가가 제 친구예요.

어떤 비행기를 타요?

다섯 시 삼십 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요.

17 제 식기세척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요!

남자아이는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요.

이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희는 집을 사야 해요. 저희를 도와줄 수 있

는 사람이 필요해요.

18 저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많아요.

저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 필요해요.

19 저희는 창문이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저희는 창문이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싶

어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언니가 있어요.

저는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20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중국어 하는 사람을 찾아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는 할로윈 파티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찾아요.

21 저분의 성함을 아세요?

네, 존 씨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여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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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속

22 저는 저한테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요.

저는 이게 몇 개인지 몰라요.

여자는 옷이 얼마인지 알아요.

바다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 아무도 몰

라요.

23 남자는 집에 사람들이 있는 걸 몰라요.

저는 제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이게 뭐인지 몰라요.

여자는 남자가 꽃을 가져 온 걸 몰라요.

24 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저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몇 사람이 오는지 아세요?

네 사람이 와요.

25 남자는 밖이 추운 걸 알아요.

부모님은 아이들이 보는 걸 몰라요.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보는 걸 알아요.

26 사람들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여자는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아기가 자는 걸 몰라요.

여자는 아기가 자는 걸 알아요.

27 집에 과일이 충분히 있는지 아세요?

네, 충분히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살 수 없

어요.

우리 팀이 졌는지 보셨어요?

네, 지금 봐요.

28 그 남자가 오늘 여기 오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 남자가 오늘 여기 오는지 몰

라요.

저분이 피아노를 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저분이 피아노를 치는지 몰라

요.

29 어떤 원피스를 사실 거예요?

파란색 원피스가 잘 맞지만 저는 아마 빨간색 

원피스를 살 거예요.

왜요?

빨간색 원피스가 더 싸서요.

30 로마에 가실 거예요? 아니면 파리에 가실 거

예요?

로마에 가고 싶지만 저희는 아마 파리에 갈 

거예요.

왜 파리에 가세요?

파리의 미술관에 가고 싶어서요.

31 어떤 팀이 이겨요?

노란색 팀이 잘하지만 아마 파란색 팀이 이

길 거예요.

왜요?

파란색 팀이 지금 이겨서요.

32 여름이 좋으세요? 아니면 겨울이 좋으세요?

여름이 날씨는 더 좋지만 저는 겨울이 더 좋

아요.

왜 겨울이 더 좋으세요?

스키를 좋아해서요.

33 아무도 후식을 안 샀어요.

케이크가 충분한지 보셨어요?

아마 모자랄 거예요. 케이크를 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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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핵심 강좌

01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이탈리아는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브라질은 남미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북미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호주는 나라예요. 그리고 대륙이에요.

중국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02 이 대륙은 아프리카예요.

이 대륙은 유럽이에요.

이 대륙은 남미예요.

이 대륙은 북미예요.

이 대륙은 아시아예요.

이 대륙은 남극이에요.

이 대륙은 호주예요.

03 아프리카의 결혼식이에요.

남미의 결혼식이에요.

유럽의 결혼식이에요.

04 아시아의 장례식이에요.

북미의 장례식이에요.

아프리카의 장례식이에요.

05 아시아의 결혼식이에요.

유럽의 장례식이에요.

아시아의 장례식이에요.

유럽의 결혼식이에요.

06 이건 남극 동물에 대한 책이에요.

여자가 아프리카 가족에 대한 영화를 봐요.

이건 배에 대한 책이에요.

이건 아시아 역사에 대한 영화예요.

07 여자가 직장에 있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

요.

남자아이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를 생각해

요.

저는 아내를 생각해요.

08 뭐 생각해요?

다음 주 축구 경기를 생각해요.

뭐 생각하세요?

다음 달 결혼식을 생각해요.

09 저희 할아버지는 천구백일 년에 태어나셨어

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천구백이십이 년에 

결혼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오십이 년동안 프랑스에 사셨어

요.

할아버지는 천구백팔십삼 년에 돌아가셨어

요.

10 이 여자는 아시아에서 결혼해요.

이 동물은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은 남극에서 돌아가셨어요.

11 축하해요!

축하해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12 저는 오늘 결혼해요.

축하해요!

저희 아기가 어제 태어났어요.

축하해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13 저희 할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저희 딸이 어젯밤 열한 시에 태어났어요.

축하해요!

14 이게 장난감이었으면 좋겠어요.

장난감이에요!

이게 장난감이었으면 좋겠어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스웨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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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속

15 뭐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를 찾았어요.

이 공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을 못 잡았어요.

16 제 결혼식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 결혼식에 비가 왔어요.

아기가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에요!

17 저희 팀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이 졌어요.

남자는 여자가 결혼해주면 좋겠어요.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18 우리는 행복해요.

아이들은 겁이 나요.

저는 슬퍼요.

19 아버지하고 아이들은 같이 놀아서 행복해요.

여자는 친구가 떠나서 슬퍼요.

남자는 운전을 잘 못해서 겁이 나요.

20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요.

결혼식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여자는 길을 잃어서 겁이 나요.

21 저희 할머니는 백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결혼

하셨어요.

저는 십오 년 전에 남미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십 년 전에 아시아에서 살았어요.

여자아이가 사 일 전에 유럽에서 태어났어요.

22 저희는 이십 년 전에 결혼했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이십 년 됐어요.

이분은 삼천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돌아가신 지 삼천 년 됐어요.

23 저희는 오십 년 전에 결혼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오백 년 전에 북미에 도착했

어요.

저는 두 시간 전에 자전거에서 떨어졌어요.

이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이십오 년 됐어요.

남자하고 여자는 결혼한 지 일 년 됐어요.

24 저는 음악을 공부한 지 십오 년 됐어요.

남자는 골프를 친 지 십 년 됐어요.

이 사람들은 호주에 산 지 오 년 됐어요.

25 뭐 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어를 공부한 지 일곱 달 됐어요.

26 사람들이 집을 지어요.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을 지어요.

사람들이 사원을 지어요.

27 사람들이 이 병원을 아프리카에 지었어요.

사람들이 이 병원을 남미에 지어요.

사람들이 이 병원을 아시아에 지을 거예요.

28 이 학교를 짓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일 년 됐어요.

이걸 짓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29 저는 어젯밤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지금은 

새 책이 필요해요.

저희는 한 달 전에 이 집을 다 지었어요. 지금

은 여기에 살아요.

남자아이는 십 분 전에 방을 다 청소했어요. 

지금은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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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 집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 년 됐어요.

언제 다 지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지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세요.

축하해요!

31 아기가 아마 곧 태어날 거예요.

아기가 벌써 태어났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곧 결혼할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벌써 결혼했어요.

32 곧 비가 올 거예요?

아니요. 곧 비가 안 올 거예요.

야채를 먹었어요?

네, 벌써 다 먹었어요!

33 주방 청소를 다 했어요?

네, 벌써 다 했어요!

다리를 다 고치셨어요?

네, 벌써 다 고쳤어요.

2.3 핵심 강좌

01 유럽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어요.

호주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어요.

남극은 아프리카 남쪽에 있어요.

남미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어요.

02 중국은 일본 서쪽에 있어요.

러시아는 중국 북쪽에 있어요.

이탈리아는 프랑스 동쪽에 있어요.

호주는 러시아 남쪽에 있어요.

03 나무가 여자아이하고 남자 사이에 있어요.

여자아이가 어머니하고 할머니 사이에 있어

요.

개가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빈 컵이 가득 찬 컵들 사이에 있어요.

04 이 바다는 태평양이에요.

이 바다는 북극해예요.

이 바다는 대서양이에요.

이 바다는 인도양이에요.

05 인도양이 어디에 있어요?

인도양은 아프리카 동쪽에 있어요.

북극해가 어디에 있어요?

북극해는 대륙들 북쪽에 있어요.

대서양이 어디에 있어요?

대서양은 남미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있어요.

06 남자가 대서양에서 배를 타요.

이 동물은 북극해에서 헤엄을 쳐요.

저는 인도양 바닷가를 걸어요.

사람들이 태평양에서 수영을 해요.

07 스페인은 프랑스 남쪽에 있어요.

멕시코는 태평양 동쪽에 있어요.

프랑스는 독일하고 스페인 사이에 있어요.

영국은 프랑스 북쪽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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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속

08 먼저 비행기가 멕시코에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영국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남쪽으로 프랑스까지 기차를 

탔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동쪽으로 독일까지 운전을 

했어요.

09 비행기가 수요일에 호주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 스페인에 도착할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스페인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독일까지 기차를 탈 거예요.

10 남자가 사막을 걸어요.

이 동물은 사막에 살아요.

이 꽃들은 열대우림에 있어요.

열대우림이 바닷가에 있어요.

11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으셨어요?

멕시코 사막에서 찍었어요.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으셨어요?

브라질 열대우림에서 찍었어요.

12 식물

식물

식물

동물

동물

사람

13 나무는 큰 식물이에요.

이건 작은 식물이에요.

어떤 식물은 꽃이 있어요.

어떤 식물은 꽃이 없어요.

14 이 식물들은 어디에서 자라요?

이 식물들은 열대우림에서 자라요.

이 식물들은 어디에서 자라요?

이 식물들은 사막에서 자라요.

15 이건 사과나무예요.

이건 소나무예요.

이건 오렌지나무예요.

16 여기에 뭐가 자라요?

풀이 자라요.

여기에 뭐가 자라요?

소나무가 자라요.

저기에 뭐가 자라요?

오렌지나무가 자라요.

17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예요.

18 저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독일로 출발하는 기차가 지연됐다고 말했어

요.

의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약을 드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19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셔츠가 좋다고 말했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여행가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20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식물이 열대우림에서 자란다고 말씀하셨

어요.

의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약을 하루에 두 번 먹어야 한다고 말했어

요.

경찰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공원이 서쪽에 있다고 말했어요.

21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국이 유럽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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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는 큰 식물을 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페인 지도를 들고 있어요.

23 남자아이가 배를 들고 있어요.

여자아이가 꽃을 들고 있어요.

저희가 사진을 들고 있어요.

24 이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드려요.

이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들어드릴 수 있어요.

25 불

불

불

얼음

얼음

모래

26 사막에 모래가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많아요.

남극에 얼음이 많아요.

27 이 조각상은 얼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불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종이로 만들어

졌어요.

이건 모래로 만들어졌어요.

28 이건 이 남자의 집이에요.

이게 저분의 집이에요?

네. 저분 거예요.

이건 이 여자의 개예요.

저게 저분의 개예요?

아니요. 저분 거예요.

29 이 배가 누구 거예요?

배는 이분 거예요.

이게 누구 손이에요?

손은 이 여자 거예요.

30 이 장난감은 누구 거예요?

이 차들은 저희 거예요.

이 공은 저희 거예요.

이 악기들은 누구 거예요?

이 악기들은 제 거예요.

이 기타는 제 거예요.

31 저 개는 남자 거예요.

저 개는 여자 거예요.

이 개는 제 거예요.

이 개는 저희 거예요.

32 집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 거예요. 제가 지었어요.

그림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남편 거예요. 제가 사줬어요.

33 이 고양이가 누구 거예요?

이 친구 거예요.

아니에요. 이 친구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거예요.

고양이가 배가 고파요?

네, 배가 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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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핵심 강좌

01 낙타는 사막에 살아요.

고래는 바다에 살아요.

원숭이는 열대우림에 살아요.

02 펭귄은 남극에 살아요.

호랑이는 아시아에 살아요.

코끼리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살아요.

03 코끼리가 물에 있어요.

호랑이가 달려요.

펭귄들이 헤엄을 칠 거예요.

고래가 헤엄을 쳐요.

누가 낙타를 타요.

원숭이가 나무에 있어요.

04 낙타

고래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펭귄

05 새가 노란색이에요.

새가 빨간색이에요.

새가 꽃에 앉아 있어요.

새가 나무에 앉아 있어요.

06 새들이 녹색이에요.

새들이 헤엄을 쳐요.

남자의 새는 말할 수 있어요.

07 양 한 마리가 갈색이에요.

소들이 검은색하고 흰색이에요.

오리들이 흰색이에요.

닭들이 갈색이에요.

08 양

소

오리

닭

09 펭귄은 새예요.

닭은 새예요.

오리는 새예요.

10 펭귄은 못 날아요. 하지만 헤엄을 잘 쳐요.

이 새들은 북쪽으로 날아요.

이 새들은 못 날아요. 하지만 아주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이 오리는 호수 위를 날아요.

11 새 한 마리가 날아요.

펭귄이 물에 있어요.

고래가 헤엄을 쳐요.

오리들이 날아요.

12 이 새는 예뻐요.

이 새들은 못생겼어요.

이 여자들은 예뻐요.

이 사람들은 못생겼어요.

13 제 고양이는 못생겼어요.

제 개는 못생겼어요.

말들이 예뻐요.

소들이 예뻐요.

14 이 조각상은 예뻐요.

이 조각상은 못생겼어요.

이 동물은 예뻐요.

이 동물은 못생겼어요.

15 누가 새를 만져요.

누가 얼음을 만져요.

누가 책을 만져요.

16 이 식물을 만져도 돼요.

이 동물을 만져도 돼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말을 만지고 싶어요?



19

17 곤충

곤충

곤충

뱀

뱀

개구리

18 이걸 마시는 건 위험해요.

이걸 마시는 건 안 위험해요.

이 뱀을 만지는 건 위험해요.

이 뱀을 만지는 건 안 위험해요.

19 그 가스레인지를 만지지 마세요. 뜨거워요.

그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더러워요.

그 개구리를 만지지 마세요. 위험해요.

20 이 말을 타는 건 위험해요.

이 말을 타는 건 안 위험해요.

여기에서 캠핑하는 건 위험해요.

여기에서 캠핑하는 건 안 위험해요.

21 이 개구리는 예쁘지만 위험해요. 만지지 마세

요.

이 개구리는 못생겼지만 안 위험해요. 만져

도 돼요.

이 곤충은 예쁘고 안 위험해요. 만져도 돼요.

이 곤충은 못생겼고 위험해요. 만지지 마세

요.

22 개구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낙타를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어하고 수영을 하는 건 위험해요.

호랑이를 만지는 건 위험해요!

23 좋은 코끼리 사진을 찍으면 좋겠어요.

좋은 펭귄 사진을 찍으면 좋겠어요.

좋은 상어 사진을 찍으면 좋겠어요.

24 남자아이는 곤충이 안 무서워요.

고양이는 개가 안 무서워요.

남자아이는 상어가 무서워요.

사람들은 뱀이 무서워요.

25 저는 곤충을 만지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저

희 아빠가 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양을 만지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저희 

선생님이 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 뱀들은 안 위험하다고 말

씀하셨어요.

26 이 원숭이는 저희 거예요.

저 오리는 저분들 거예요.

이 닭들은 저희 거예요.

저 소들은 저분들 거예요.

27 이 열쇠가 여러분 거예요?

네, 저희 거예요.

이 개가 누구 거예요?

저분들 거예요.

28 어떤 컵이 제 거예요?

이거요.

어떤 자리가 제 거예요?

저 자리가 선생님 거예요.

실례합니다. 이 옷이 선생님 거예요?

네, 제 거예요. 감사합니다.

29 이 차가 누구 거예요?

저분들 거예요.

이 컵이 제 거예요?

네. 선생님 거예요.

저 아이들이 선생님 아이들이에요?

아니요, 저분들 아이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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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속

30 그게 더 좋아요. 선생님 거가 제 거보다 더 커

요.

그게 맛이 좋아요. 하지만 할머니 거가 더 맛

이 좋아요.

저 차 좀 보세요! 저분들 거가 저희 거보다 더 

더러워요.

저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저분 거가 이거

보다 더 새 거예요.

31 새가 예뻐요. 말을 해요?

네, 새가 말을 해요.

새가 아파요?

네, 다쳤어요.

날 수 있어요?

지금은 못 날아요. 하지만 이 주 후에는 날 수 

있을 거예요.

2.5 이정표

01 고치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고쳐요.

0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3 저는 윌 노튼이에요. 저희 아내 줄리아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캐서린이에요. 어떻

게 된 거예요?

04 저희 차가 고장 났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이 아마 고칠 수 있을 거예요.

05 여기 계세요?

아니요, 여기 안 계세요. 지금 직장에 갔어요. 

곧 집에 올 거예요.

06 안에서 기다리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07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08 딸이에요?

네, 딸이에요.

09 언제 태어났어요?

두 달 전에 태어났어요.

10 이 집을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이 집을 지은 지 칠십오 년 됐어요.

11 칠십오 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

으셨어요.

집이 아주 예뻐요.

12 언제 결혼하셨어요?

칠 년 전에 결혼했어요.

13 무슨 생각하세요?

저희 결혼식 생각해요.

14 저희하고 같이 점심 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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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찻잔이 충분해요?

네, 찻잔이 충분해요.

16 저 차가 여러분 차예요?

네, 저 차가 저희 차예요.

17 고치실 수 있어요?

네, 고칠 수 있어요.

18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19 차를 고치셨어요?

네, 차를 고쳤어요.

3.1 핵심 강좌

01 남자가 아내하고 같이 배를 타요.

남자가 여자친구하고 같이 공원에서 걸어요.

여자가 남편하고 같이 쇼핑해요.

여자가 남자친구하고 같이 스키를 타요.

남편하고 아내가 집을 청소해요.

남자가 여자친구하고 같이 아침을 먹을 거예

요.

02 제 남자친구 토마스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토마스 씨.

제 여자친구 레베카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베카 씨.

03 여자는 남자친구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은 여자아이가 기타를 잘 연주한다고 

생각 안 해요.

남자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코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04 저는 제 여자친구가 도서관에 있다고 생각해

요.

부모님은 딸이 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차가 저 식당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

해요.

05 저는 제가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비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여기가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곧 눈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06 우리 팀이 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07 제 남자친구 니콜라스를 아세요?

네,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제 여자친구 마리아를 아세요?

아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리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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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속

08 제 친구 루이스 씨예요. 서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제 이름은 수잔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잔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루이스 씨.

09 존 씨! 여기에서 뭐 하세요?

여기에 살아요.

저희 아내 줄리아를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제 이름은 존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줄리아 씨.

10 저 남자가 저 여자의 남자친구예요?

네. 저 사람들은 아마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저 여자가 저 남자의 아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 남자는 결혼을 안 했어요. 저 여자

는 저 남자의 여자친구예요.

11 아이들은 수학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역사가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여자의 책은 아주 재미있어요.

남자의 책은 지루해요.

12 여자는 여기가 아주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과학이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남자아이는 책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하지

만 텔레비전은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경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하지

만 여자친구들은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13 이 책은 재미있어요.

이 영화는 지루해요.

이 책은 지루해요.

이 영화는 재미있어요.

14 피터를 아세요?

네, 피터를 알아요. 제 학생이에요.

언제 만나셨어요?

세 달 전에 만났어요.

15 어떻게 제 남자친구를 만나셨어요?

같은 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언제 다니엘 씨를 만나셨어요?

이 년 전에 만났어요.

16 언제 아빠를 만나셨어요?

로마에 있을 때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17 여자는 이십오 년 전에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

했어요.

여자는 이십오 년 동안 미술을 가르쳤어요.

저는 오십 년 전에 남편을 만났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오십 년 됐어요.

18 여자친구가 이 책을 읽으셨어요?

네, 벌써 읽었어요.

남자친구가 식기세척기를 고치셨어요?

아니요, 안 고쳤어요.

올해 책을 몇 권 읽었어요?

열 권 읽었어요. 두 권은 아주 재미있었어요.

19 저는 이번 주에 벌써 두 번 제 방을 청소했어

요!

저희 부모님은 이번 달에 저한테 벌써 네 번 

편지를 쓰셨어요.

저는 오늘 벌써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오늘 벌써 점심을 먹

었어요.

20 여기에서 수영을 하는 건 위험해요.

여기에서 스키를 타는 건 안 위험해요.

남자는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골프를 치는 거보다 춤을 추는 걸 더 좋

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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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막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해요.

약을 먹는 게 중요해요.

요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중요해요.

공항에 일찍 오는 게 중요해요.

22 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어서 중요해요.

이를 닦는 게 중요해요?

네, 이를 닦는 건 중요해요.

이 종이들이 중요해요?

아니요, 이 종이들은 안 중요해요.

23 저는 수학이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야채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야채를 안 좋아해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재미있

다고 생각해요.

24 색이 틀려요.

색이 맞아요.

전화번호가 틀려요.

전화번호가 맞아요.

25 옷이 스키를 타기에 안 적당해요.

옷이 수영을 하기에 적당해요.

공의 크기가 골프를 치기에 안 적당해요.

공의 크기가 축구를 하기에 적당해요.

탁자의 크기가 이 남자한테 안 적당해요.

탁자의 크기가 이 여자아이한테 적당해요.

26 틀렸어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저 건물이 맞아요. 저기로 가야 해요.

이 코트가 오늘 날씨에 적당해요.

하지만 이 모자는 오늘 날씨에 안 적당해요.

27 오늘 저녁에 식당을 예약했어요.

틀렸어요. 이 식당이 아니에요.

이 식당이 맞아요.

이 접시들은 안 적당해요.

이 접시들은 적당해요?

네, 적당해요.

28 돈이 충분하면 이걸 살 거예요.

날씨가 맑으면 바다에서 수영을 할 거예요.

남자가 이 공을 잡으면 남자의 팀이 경기에서 

이길 거예요.

29 왜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연습하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서요.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어를 공부하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어서

요.

30 이게 십이면 제가 이길 거예요.

이게 칠이라서 제가 졌어요.

눈이 오면 우리가 스키를 탈 거예요.

눈이 와서 우리가 지금 스키를 타러 가요.

여러분이 방을 청소하면 우리가 게임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방을 청소해서 우리가 지금 게임을 

같이 해요.

31 여자는 돈이 조금 있어요.

남자는 돈이 전혀 없어요.

제 여자친구는 머리가 많아요.

제 남자친구는 머리가 전혀 없어요.

32 이 남자는 지난달에 새 옷을 전혀 안 샀어요.

저는 오늘 책을 전혀 안 읽었어요.

저희는 이번 가을에 경기에서 전혀 못 이겼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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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속

33 야채를 먹었어요?

아니요, 전혀 안 먹었어요.

야채를 먹어야 해요.

제 친구들을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제 친구 에밀리, 제니퍼, 앤드류, 제임스예요.

34 제 신발이 어디에 있어요?

방을 청소하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유명한 조각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시내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5 엄마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국에 갔을 때 엄마가 거기에 살았어요.

중국어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네, 엄마가 많이 도와줬어요.

중국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네. 중국어를 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말할 수 

있어요.

3.2 핵심 강좌

01 남자가 열대우림에 살아요.

사람들이 열대우림에 휴가 왔어요.

남자가 사막에 살아요.

가족이 사막에 휴가 왔어요.

02 이번 여름에 가족이 휴가 가요?

네, 저희 가족은 멕시코 바닷가에 갈 거예요.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여기 사세요?

아니요. 휴가 왔어요.

03 저 사람들은 달러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엔

만 있어요.

제 여자친구는 샐러드하고 샌드위치를 먹어

요. 하지만 저는 샐러드만 먹어요.

제 남동생은 칼하고 포크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크만 있어요.

제 남동생은 책 네 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세 권만 있어요.

04 저는 신발이 하나만 있어요.

저는 숟가락만 필요해요.

수건을 하나만 가져 왔어요?

05 저는 야채를 다 좋아해요. 하지만 제 남동생

은 당근만 좋아해요.

저희 아빠는 항상 시계를 봐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운동을 할 때만 시계를 봐요.

저희 가족은 휴가갈 때 산에 전혀 안 가요. 저

희는 바닷가에만 가요.

06 야채를 파세요?

아니요. 저는 과일만 팔아요.

과일을 파세요?

아니요. 저는 야채만 팔아요.

07 달러는 통화의 한 종류예요.

유로는 통화의 한 종류예요.

엔은 통화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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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저는 유로만 있어요. 일본에 가면 엔으로 환

전해야 해요.

공항에서 엔으로 환전할 수 있어요.

저는 파운드가 필요해요. 하지만 달러만 있

어요.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환전할 수 있어요?

기차역에서 환전할 수 있어요.

09 여기에서 유로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어요?

네, 유로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엔을 원으로 환전할 수 있어요?

네, 엔을 원으로 환전할 수 있어요.

10 유로를 달러로 어떻게 환전하는지 가르쳐주

세요.

먼저 저기 서 있는 사람한테 가세요.

그 다음에 이분한테 오 유로를 주세요.

이분이 달러를 주실 거예요.

제가 오 유로를 칠 달러로 환전했어요!

지금 점심을 사세요.

11 배낭

배낭

배낭

서류가방

서류가방

현금인출기

12 배낭

서류가방

현금인출기

통화

13 실례합니다. 여기 가까이에 현금인출기가 있

어요?

네. 저 길에 있는 은행 옆에 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가까이에 현금인출기가 있

어요?

아니요. 없어요.

14 남자가 서류가방을 들고 가요.

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가요.

여자들이 나무를 들고 가요.

남자가 배낭을 메고 가요.

15 아이들이 배낭을 메고 가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들고 가요.

여자가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가요.

경찰관이 꽃을 들고 가요.

16 배낭이 비어 있어요.

여자아이가 책을 배낭에 넣어요.

서류가방이 가득 차 있어요.

남자가 서류가방에서 펜을 꺼내요.

저는 현금인출기에 신용카드를 넣어요.

저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꺼내요.

17 남자가 상자에서 그릇들을 꺼내요.

남자아이가 상자에서 옷을 꺼냈어요.

저는 벌써 상자에 제 장난감들을 넣었어요.

18 계란을 그렇게 들지 마세요.

이렇게 드세요.

배낭을 그렇게 메지 마세요.

이렇게 메세요.

19 말을 이렇게 타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타야 해요.

자전거를 그렇게 고치면 안 돼요.

이렇게 고쳐야 해요.

20 상자를 그렇게 싸면 안 돼요.

서류가방을 이렇게 닦아야 해요.

책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바닥을 이렇게 청소해야 해요.

21 냉장고에 공간이 없어요.

여행가방이 비어 있어요. 공간이 많아요.

상자에 공간이 더 없어요.

버스에 공간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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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속

22 배낭에 제 사전을 넣을 공간이 충분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공간이 없어요.

여행가방에 제 신발을 넣을 공간이 충분해

요?

네, 넣으세요.

23 배낭에 공간이 있어요?

네, 하지만 아주 조금 있어요.

쇼핑 가고 싶으세요?

네, 하지만 돈이 아주 조금 있어요. 현금인출

기를 찾아야 해요.

초콜릿을 먹어도 돼요?

네, 하지만 아주 조금 드세요.

24 케이크를 더 드릴까요?

네. 아주 조금 더 주세요.

물을 더 드릴까요?

네, 아주 조금 더 주세요.

25 실례합니다. 영어 하세요?

네, 아주 조금 해요.

중국어 하세요?

네, 아주 조금 해요.

26 이 서류가방이 얼마예요?

백 달러예요. 하지만 지금은 세일해서 팔십 

달러예요.

이 청바지 세일해요?

아니요, 세일 안 해요. 팔십 유로예요.

27 이 선글라스 세일해요?

네, 팔백 엔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백 엔

이에요.

이 셔츠 세일해요?

아니요, 세일 안 해요.

28 여자아이는 배가 고파요.

여자아이는 샌드위치를 먹는다면 배가 안 고

플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건 지루해요.

여자는 책이 있다면 안 지루할 거예요.

29 사람들은 우산이 있어서 괜찮아요.

사람들은 우산이 있다면 괜찮을 거예요.

제 배낭에 공간이 있어요. 카메라를 넣어줄

게요.

제 배낭에 공간이 있다면 카메라를 넣어줄 수 

있을 거예요.

30 샌드위치가 있다면 저는 배가 안 고플 거예

요.

현금인출기가 가까이에 있다면 저는 현금이 

있을 거예요.

비가 더 온다면 식물들이 더 잘 자랄 거예요.

31 차가 있다면 안 걸을 거예요.

표가 있다면 경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더 있다면 남편의 시계를 살 수 있을 거

예요.

여행가방에 공간이 더 있다면 원피스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32 누가 뭐를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예의예요.

먹을 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도서관에 있을 때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

에요.

33 결혼식에 선물을 하는 게 예의예요.

뒤에 오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는 게 예의

예요.

병원에 갈 때 꽃을 가져 가는 게 예의예요.

극장에서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27

34 휴가 오면 뭐를 사고 싶어요.

이 조각상은 너무 비싸요. 하지만 세일하면 

살 거예요.

실례합니다. 이거 세일해요?

모르겠어요. 매니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세일해요.

살게요.

35 조각상이 너무 커요. 제 배낭에 공간이 없어

요.

더 큰 배낭이 있으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더 큰 배낭을 사야겠어요.

사지 마세요. 제 여행가방에 넣으세요. 제 여

행가방에 공간이 충분해요.

공간이 충분해요?

네, 충분해요.

3.3 핵심 강좌

01 아이들은 피자를 먹어서 행복해요.

파이가 가스레인지 위에 있어요.

남자가 피자를 만들어요.

저희 어머니의 파이는 아주 맛이 좋아요.

02 파이 삼분의 일

파이 삼분의 일

파이 삼분의 일

파이 반

파이 반

파이 전체

03 이게 피자 반이에요.

이게 피자 삼분의 일이에요.

이게 피자 사분의 일이에요.

이게 피자 전체예요.

04 남자하고 여자가 케이크를 자를 거예요.

여자가 야채를 잘라요.

남자가 피자를 잘라요.

05 남자가 오렌지를 반으로 잘랐어요.

종업원이 라임을 사등분으로 잘랐어요.

남자아이가 파이를 삼등분으로 잘랐어요.

06 여자아이가 벌써 우유의 삼분의 일을 마셨어

요.

누가 케이크의 반을 먹었어요!

선생님이 종이를 반으로 잘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사과를 사등분으로 자르셨어

요.

07 남자의 여자친구가 오렌지의 반을 먹어요.

여자가 다른 반을 남자친구한테 줘요.

이 공은 제 거예요.

다른 공은 제 친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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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이 피자를 자르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다른 피자를 자르고 싶어요.

이 상자에 장난감을 넣고 싶어요?

네. 이 상자에 넣고 싶어요.

09 이게 피자 한 조각이에요.

이게 피자 전체예요.

이게 파이 한 조각이에요.

이게 파이 전체예요.

10 남자가 빵 한 조각을 먹어요.

여자가 케이크 전체를 들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치즈 한 조각을 먹어요.

여자아이가 파이 전체를 들고 있어요.

11 공이 동그래요.

집이 네모나요.

치즈가 네모나요.

시계가 동그래요.

과일이 동그래요.

빵이 네모나요.

12 어떤 종류의 시계를 찾으세요?

이 시계 있어요? 하지만 동그란 거요.

어떤 그림이 선생님 거예요?

이 네모난 게 제 거예요.

13 이 접시는 동그래요.

이 접시는 네모나요.

이 치즈는 동그래요.

이 치즈는 네모나요.

이 탁자는 동그래요.

이 탁자는 네모나요.

14 이 사람은 몸무게가 육십오 킬로그램 나가요.

이 아기는 몸무게가 삼 킬로그램 나가요.

이 개는 몸무게가 이 킬로그램 나가요.

15 이 여행가방은 무게가 십 킬로그램 나가요.

이 컴퓨터는 무게가 이 킬로그램 나가요.

이 사과들은 무게가 일 킬로그램 나가요.

16 치즈 한 조각이 파이 한 조각보다 무게가 더 

나가요.

당근이 콩보다 무게가 더 나가요.

케이크 한 조각이 다른 케이크 한 조각보다 

무게가 더 나가요.

레몬 한 개가 다른 레몬 한 개만큼 무게가 나

가요.

17 이 케이크가 이 파이만큼 비싸요.

이 닭고기가 이 피자보다 더 비싸요.

샐러드가 샌드위치보다 더 싸요.

18 우유를 얼마나 줄까요?

아버지 거만큼 주세요.

피자를 몇 조각 줄까요?

두 조각 주세요.

19 치즈 좀 주세요.

얼마나 드릴까요?

반 킬로그램 주세요.

저 생선 좀 주세요.

얼마나 드릴까요?

일 킬로그램 주세요.

20 남자가 소파를 재요.

여자가 싱크대를 재요.

여자가 꽃을 세요.

여자아이가 사과를 세요.

21 책이 몇 권인지 세었어요?

네, 벌써 세었어요. 사백이십 권이에요.

왜 벽을 재세요?

탁자를 이 벽 옆에 놓고 싶어서요.

뭐 하세요?

양을 세요.

22 저는 키가 백오십 센티미터예요.

이 건물은 높이가 이십 미터예요.

이 사다리는 길이가 사 미터예요.

이 길은 길이가 이 킬로미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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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 길은 넓이가 얼마나 돼요?

이십 미터예요.

이 나무는 높이가 얼마나 돼요?

십 미터예요.

이 카펫은 크기가 얼마나 돼요?

가로가 이 미터, 세로가 삼 미터예요.

키가 얼마나 되세요?

백팔십 센티미터예요.

24 이 감자는 무게가 얼마나 돼요?

오 킬로그램이에요.

탁자는 크기가 얼마나 돼요?

가로가 육십 센티미터, 세로가 일 미터예요.

25 이 건물은 높이가 얼마나 돼요?

백 미터예요.

이 나무는 높이가 얼마나 돼요?

십오 미터예요.

26 표가 얼마예요?

적어도 십 달러는 될 거예요.

표가 얼마였어요?

십이 달러였어요.

27 이 나무에 오렌지가 얼마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십 개는 될 거

예요.

접시가 얼마나 필요하세요?

적어도 열 개는 필요해요.

더워요. 기온이 적어도 삼십 도는 될 거예요.

네, 삼십일 도예요.

28 이 벽은 크기가 얼마나 돼요?

적어도 가로 사 미터, 세로 삼 미터는 될 거

예요.

저희 아들 몸무게가 십오 킬로그램이라고 생

각하세요?

아니요. 적어도 이십 킬로그램은 될 거예요.

29 펜이 거의 구 센티미터예요.

원피스가 거의 구십 달러예요.

사과가 거의 오렌지만큼 무게가 나가요.

여자아이의 키가 거의 오빠만큼 커요.

30 제 키가 얼마나 돼요?

키가 거의 일 미터예요!

고래는 길이가 얼마예요?

고래는 길이가 거의 삼십 미터예요.

31 저는 거의 자전거를 탈 만큼 커요.

감자의 무게가 거의 사 킬로그램 나가요.

주스가 거의 충분해요.

32 바닥 크기 좀 재주세요.

가로가 사 미터, 세로가 오 미터예요.

벽 크기 좀 재주세요.

가로가 사 미터 반, 세로가 삼 미터예요.

33 제 키 좀 재주세요.

여기 서세요.

제 키가 얼마나 돼요?

백 센티미터예요.

34 제 몸무게가 얼마나 돼요?

적어도 삼십 킬로그램은 될 거예요.

제 몸무게 좀 재주세요.

거의 삼십오 킬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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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핵심 강좌

01 드라이버

렌치

펜치

망치

02 아버지하고 아들이 망치를 사용해요.

여자가 드라이버를 사용해요.

저는 렌치를 사용해요.

남자가 펜치를 사용해요.

03 남자가 숟가락이 아니라 칼을 사용해요.

여자가 펜치가 아니라 망치를 사용해요.

여자아이가 칫솔이 아니라 빗을 사용해요.

남자아이가 렌치가 아니라 드라이버를 사용

해요.

04 저는 제 안경을 고치는 데 드라이버를 사용해

요.

남자가 세면대를 고치는 데 렌치를 사용해요.

저는 소파를 고치는 데 망치를 사용해요.

여자가 보석을 고치는 데 펜치를 사용해요.

05 펜치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드라이버가 필요

하세요?

펜치를 주세요.

렌치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망치가 필요하

세요?

망치를 주세요.

06 손전등

손전등

손전등

종이

종이

가위

07 연필

연필

연필

테이프

테이프

가위

08 저는 종이를 들고 있어요.

남자가 신문을 자르는 데 가위를 사용해요.

저는 제 안경을 고치는 데 테이프를 사용했

어요.

저는 제 이름을 쓰는 데 연필을 사용해요.

의사가 손전등을 사용해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데 손전등을 사용해요.

09 저울이 슈퍼마켓에 있어요.

체중계가 욕실에 있어요.

학생이 종이 길이를 재는 데 자를 사용해요.

저희 어머니가 창문을 재는 데 자를 사용해

요.

온도계가 밖에 있어요.

체온계가 남자아이의 입 안에 있어요.

10 선생님이 종이를 잘랐어요.

여자아이가 체중계 위에 서 있어요.

남자아이는 연필하고 종이가 있어요.

의사가 체온계를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도를 고치는 데 가위하고 테이프

를 사용해요.

남자가 문을 재는 데 자를 사용해요.

11 체중계 위에 올라 가세요.

제 몸무게가 얼마나 돼요?

오십오 킬로그램이에요.

12 창문의 크기가 얼마나 돼요?

이걸 재는 데 자를 사용했어요. 구십 센티미

터예요.

밖에서 뭐 하세요?

온도계를 봐요.

13 망치

못

드라이버

나사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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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자가 나사못을 사요.

남자가 못을 찾아요.

남자는 못이 많아요. 하지만 망치가 필요해

요.

저는 나사못이 있어요. 하지만 드라이버가 필

요해요.

15 이거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네, 도와줄게요.

먼저 자로 이걸 재세요.

그 다음에 망치하고 못을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나사못하고 드라이버를 사용하세

요.

마지막으로 정원에 놓으세요.

16 이 생선은 냉동이에요.

이 오렌지는 신선해요.

이 피자는 냉동이에요.

이 라임은 신선해요.

17 신선한 생선 있어요?

죄송합니다. 냉동 생선만 있어요.

신선한 야채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18 남자가 토마토를 잘라요.

여자가 저울에 바나나의 무게를 재요.

남자가 피자에 신선한 토마토를 놓아요.

이 동물이 바나나를 좋아해요.

19 바나나가 상했어요.

토마토가 안 익었어요.

사과가 익었어요.

20 이거 먹지 마세요. 상했어요.

우리는 곧 이걸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은 안 익었어요.

하루만 더 기다리면 바나나가 익을 거예요.

여기 신선한 토마토가 있어요.

21 토마토가 안 익었어요.

토마토가 익었어요.

토마토가 상했어요.

바나나가 안 익었어요.

바나나가 익었어요.

바나나가 상했어요.

22 조심하세요. 커피가 아주 뜨거워요.

저는 뜨거운 수프를 좋아해요.

저는 차가운 닭고기를 좋아해요.

물이 너무 차가워요.

23 주스가 차가워요.

차가 뜨거워요.

이 고기는 냉동이에요.

오렌지가 상했어요.

토마토가 신선해요.

바나나가 익었어요.

24 여자가 수프에 후추를 넣어요.

저는 차에 설탕을 넣어요.

남자가 빵을 구울 거예요.

저는 파이를 구울 거예요.

25 엄마가 생일 케이크를 구웠어요.

엄마가 벌써 설탕을 넣었어요.

수프에 소금을 좀 넣어 주세요.

저희는 파이를 구울 거예요.

26 누가 오븐에 케이크를 구워요.

남자가 피자를 오븐에 넣어요.

여자아이가 파이를 오븐에 넣어요.

누가 오븐에 피자를 구워요.

27 저희는 빵을 구울 거예요.

여자가 뜨거운 차에 설탕을 넣어요.

남자가 오븐에 피자를 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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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속

28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밀가루

밀가루

토마토

29 여자가 밀가루 삼백 그램을 재요.

남자아이가 물 사백 밀리리터를 넣어요.

남자가 파스타 육백 그램을 재요.

여자아이가 우유 구백 밀리리터를 넣어요.

30 설탕 사백 그램을 넣으세요.

차가운 우유 백오십 밀리리터를 넣으세요.

소금 오 그램을 넣으세요.

물 백이십 밀리리터를 넣으세요.

31 남자가 파란색 넥타이를 골라요.

여자가 점심으로 파스타를 골라요.

저는 바닷가에서 신을 샌들을 골라요.

남자가 빌릴 자전거를 골라요.

32 여자가 책을 넣을 제일 작은 상자를 골랐어요.

사람들이 오늘 밤에 볼 영화를 골라요.

남자가 결혼식에서 입을 정장을 골라요.

여자가 파스타를 골랐어요.

33 저는 파스타를 요리해요.

저희는 음악을 골라요.

사람들이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어요.

저는 빨간색 신발을 골랐어요.

34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주세요.

네. 먼저 밀가루 사백 그램하고 설탕 삼백 그

램을 재세요.

그 다음에 우유 백이십 밀리리터하고 계란 두 

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버터 백오십 그램하고 소금 일 그

램을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백팔십 도에서 오븐에 한 시간 동

안 구우세요.

맛이 좋아요!

3.5 이정표

0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2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03 저희 아들 아세요? 요한이에요.

네, 알아요. 요한, 어떻게 지내요?

04 한국어를 잘하네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네,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05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06 저는 이 집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집이 재미있다고 생

각 안 해요.

07 어디에서 찾았어요?

제 방에서 찾았어요.

08 이게 무슨 열쇠예요?

잘 모르겠어요.

09 열쇠가 문에 맞아요?

아니요. 열쇠가 문에 안 맞아요.

10 상자에 뭐가 있어요?

아니요,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요.

11 공간이 충분해요?

네, 공간이 충분해요.

12 손전등이 있으세요?

네, 손전등이 있어요.

13 이 곤충이 위험해요?

아니요, 이 곤충이 안 위험해요.

14 열쇠가 맞아요?

네, 열쇠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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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핵심 강좌

01 인도는 아시아에 있어요.

이 사람은 인도 여자예요.

멕시코는 북미에 있어요.

이 사람은 멕시코 남자예요.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이 아이는 일본 여자아이예요.

02 미국 모자

이탈리아 파스타

독일 차

멕시코 보석

03 러시아 장난감

이집트 조각상

인도 옷

미국 차

04 프랑스 후식

중국 그림

일본 산

러시아 교회

05 미국 식당

인도 건물

일본 식당

러시아 교회

이집트 옷

중국 옷

06 남자가 독일 음식을 요리해요.

제가 이탈리아 음식을 샀어요.

이집트 음식이 탁자 위에 있어요.

사람들이 멕시코 음식을 먹을 거예요.

07 파티에 뭐 가져 오셨어요?

프랑스 음식을 가져 왔어요.

뭐 가져 오셨어요?

중국 음식을 가져 왔어요.

08 프랑스 음식을 가져 오셨어요?

네, 프랑스 음식을 가져 왔어요.

중국 음식을 가져 오셨어요?

네, 중국 음식을 가져 왔어요.

09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세요?

이탈리아하고 독일 음식을 좋아해요.

독일 음식은 맛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탈

리아 음식을 더 좋아해요.

저녁에 이 이탈리아 식당에 가요.

10 군인

군인

군인

여왕

여왕

왕

11 여왕이 군인을 만나요.

이 사람이 영국 여왕이에요.

왕이 여기에 앉아요.

왕이 이걸 머리에 써요.

프랑스 왕이 여기에 살았어요.

군인이 가족한테 편지를 써요.

12 이 남자는 사십 년 전에 군인이었어요.

군인들이 벽을 올라가요.

군인들이 달려요.

군인이 아이한테 얘기해요.

13 이건 중국 군인 조각상이에요.

이건 이집트 왕 조각상이에요.

이건 군인 그림이에요.

이건 여왕 그림이에요.

14 어른들이 투표해요.

누가 투표해요.

학생들이 투표해요.

지금은 아무도 투표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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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속

15 사람들이 투표할 거예요.

남자가 투표해요.

여자가 투표했어요.

16 어제가 선거였어요. 투표가 끝났어요.

이 남자가 선거에서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한테 투표를 안 했어요.

이 남자가 선거에서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한테 투표를 했어요.

17 이 남자는 지난달에 선거에서 이겼어요.

지금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다음 달에 유럽에 갈 거예요.

거기에서 영국 총리를 만날 거예요.

18 인도 총리가 군인하고 얘기해요.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살아요.

영국 총리가 독일에 도착해요.

멕시코 대통령이 질문에 대답을 해요.

19 미국 국기가 건물 앞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독일 국기를 들고 있어요.

이 건물에는 국기가 많이 있어요.

20 멕시코 사람들이 춤을 춰요.

독일 사람들이 경기를 봐요.

러시아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이 국기를 들고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축구를 해요.

저는 프랑스 사람들이 경기에서 이겼으면 좋

겠어요.

21 어디에 가세요?

투표하러 가요.

무슨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예요.

22 인도 총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요.

저는 언젠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러시아 총리가 학교에 왔어요.

23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이메일을 써요.

여자가 인터넷에서 호텔을 예약해요.

남자가 인터넷에서 뭐를 사요.

저는 인도에 대한 잡지를 읽어요.

사람들이 잡지를 읽어요.

여자가 잡지를 사요.

24 뭐를 보세요?

뉴스를 봐요.

오늘 밤 뉴스에 뭐가 나왔어요?

선거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은 날씨에 

대한 뉴스가 나와요.

누가 축구 경기에서 이겼는지 나왔어요?

아니요. 곧 나올 거예요.

25 여자가 잡지에서 뉴스를 읽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어요.

오늘 신문에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26 남자들이 텔레비전에서 경기를 봐요.

여자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봐요.

아이들이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봐

요.

27 저희는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어요.

여자들이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봐요.

저는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어요.

여자가 잡지에서 뉴스를 읽어요.

28 호주 선거에 대한 뉴스를 읽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스미스 씨가 이겼어요.

여왕에 대한 뉴스를 읽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여왕이 지금 인도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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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텔레비전에 누가 나와요?

총리가 나와요.

텔레비전에 뭐가 나와요?

경기가 나와요.

텔레비전에 뭐가 나와요?

날씨가 나와요.

30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어요?

왕이 결혼했어요.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스페인 왕을 만났어요.

4.2 핵심 강좌

01 이 표지판은 많은 언어로 쓰여졌어요.

이 책은 두 언어로 쓰여졌어요.

이건 고대 언어예요.

02 언어를 몇 개 하세요?

세 개 해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를 해요.

저 남자가 무슨 언어로 말해요?

중국어로 말해요.

03 저 남자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겠어요. 저게 

무슨 언어예요?

스페인어예요.

저 남자의 말을 이해하세요?

조금 이해해요.

04 이게 한국어로 뭐예요?

한국어로 탁자예요.

이게 한국어로 뭐예요?

한국어로 개구리예요.

05 이게 한국어로 뭐예요?

한국어로 양말이에요.

이게 한국어로 뭐예요?

한국어로 숟가락이에요.

이게 한국어로 뭐예요?

한국어로 책이에요.

06 이 남자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요.

이 여자들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요.

이 회사 전화번호는 오오오에 일이삼사예요.

07 저희 회사가 이 건물을 샀어요.

회사에서 파티를 해요.

이 회사에 좋은 뉴스가 있어요.

08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세요?

윌러 앤 선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해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십이 년 동안 일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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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속

09 아이들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해요.

남자아이의 어머니는 사업가예요.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사업가예요.

남자의 아내는 사업가예요.

10 차를 마시는 이집트 남자는 사업가예요.

전화하는 중국 사람들은 사업가예요.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 프랑스 여자는 사업가

예요.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미국 여자들은 사업가

예요.

11 저는 사업가예요. 아버지이기도 해요.

이 남자는 음악가예요. 선생님이기도 해요.

여자는 사업가예요. 어머니이기도 해요.

12 여기는 나라예요. 대륙이기도 해요.

저는 어머니예요. 딸이기도 해요.

이 남자는 운동을 해요. 텔레비전도 봐요.

13 기타를 아주 잘 연주하시네요. 다른 악기도 

연주하세요?

네, 피아노도 연주해요.

영어하고 러시아어를 하시네요. 다른 언어도 

하세요?

네, 스페인어도 해요.

14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도 있어요.

저녁 드시기 전에 뭐 하셔야 해요?

파스타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샐러드도 만

들어야 해요.

15 언제 이 사진이 찍혔어요?

지난 겨울에 찍혔어요.

누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오빠가 찍었어요.

16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들어요.

이 케이크는 오늘 아침에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집을 지어요.

이 집은 작년에 지어졌어요.

17 어느 나라에서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해

요?

스페인어는 스페인, 멕시코, 남미의 많은 나

라에서 사용돼요.

이 이슬람교 사원은 언제 지어졌어요?

이 이슬람교 사원은 천이백팔십칠 년에 지어

졌어요.

18 이 요리책이 언제 쓰여졌어요?

천구백구십팔 년에 쓰여졌어요.

누가 썼어요?

제인 테일러가 썼어요.

19 남극은 천팔백이십 년에 발견됐어요.

이 조각상들은 섬에서 발견됐어요.

이 도시는 남미에서 발견됐어요.

20 이 고대 조각상들은 천구백칠십사 년에 발견

됐어요.

이 차는 두 번만 운전됐어요.

이 책은 천구백팔십오 년에 쓰여졌어요.

21 이 사진은 천구백육십일 년에 찍혔어요.

이 교회는 천이백오십 년에 지어졌어요.

이 여자는 천구백오십 년에 베이징에서 태어

났어요.

22 이 조각상은 고대 로마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책은 천구백이십 년에 쓰여졌어요.

이 스키들은 오늘 아침에 반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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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이 잡혔어요!

누가 공을 잡았어요?

제리 로드리게스가 공을 잡았어요.

이 사진은 천구백이십삼 년에 찍혔어요.

누가 이걸 찍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찍으셨어요.

24 사람들이 누구한테 투표할지에 대해서 의견

이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투표할지에 대해서 의견

이 달라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어떤 영화를 볼지

에 대해서 의견이 같아요.

누나하고 남동생이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가 어떤 색을 사용할지에 대해

서 의견이 달라요.

남자들이 어떤 차가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의

견이 같아요.

25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견이 달라요.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좋

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견이 달라요. 저는 저희 팀이 이길 거

라고 생각해요.

26 누구한테 투표하실 거예요?

루이즈 파커 씨한테 투표할 거예요.

왜요?

저는 파커 씨하고 의견이 같아요.

27 저는 스티브 도드 씨한테 투표했어요.

저는 도드 씨한테 투표 안 했어요.

왜요?

저는 지난주 도드 씨가 텔레비전에서 말한 거

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28 파티가 일곱 시 반에 시작돼요.

정말이요? 저는 여덟 시 반이라고 생각했어

요.

늦겠어요.

어제가 베사니 생일이었어요.

정말이요? 오늘이 아니에요?

전화해야겠어요.

29 제가 아랍어 하는 거 아셨어요?

정말이요? 몰랐어요.

네, 어릴 때 이집트에 살았어요.

저희 아내 린이에요. 린은 음악가예요.

정말이요? 몰랐어요.

저도 음악가예요.

30 저 결혼했어요.

정말이요? 축하해요!

제가 이겼어요!

정말이요? 축하해요!

저희 아기가 어제 태어났어요.

정말이요? 축하해요!

31 로제타 스톤이 천칠백구십구 년에 발견된 거 

아셨어요?

정말이요? 몰랐어요.

이집트에서 프랑스 군인이 발견했어요. 지금

은 영국에 있어요.



38

4.3 핵심 강좌

01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의자가 모자라요.

저는 책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컴퓨터가 모자라요.

02 이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이 길에 차가 너무 많아요.

03 여기는 물이 모자라서 수영을 못해요.

여기는 눈이 너무 많아서 운전을 못해요.

저는 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축구를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기름이 모자라서 운전을 못해요.

04 밥이 모자랐어요. 배가 고파요.

충분히 먹었어요. 괜찮아요.

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요.

05 여기에 차가 너무 많아요. 제 차가 어디에 있

는지 모르겠어요.

케이크를 만드는 데 계란이 모자라요.

방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컵이 모자라요.

06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좋아요. 제가 어디에 앉을까요?

같이 저녁을 드시겠어요?

좋아요. 여덟 시에 만나요.

07 그림이 아주 예뻐요.

얼마예요?

삼백 달러예요.

너무 비싸요.

이백팔십 달러 주세요.

좋아요. 주세요.

08 선생님, 남자친구가 전화했어요.

네, 전화할게요.

선생님, 여동생이 전화했어요.

네, 전화할게요.

09 여자아이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여자아이는 바이올린을 가져 가는 걸 잊어버

렸어요.

남자아이는 모자가 있어요.

남자아이는 모자를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

요.

10 여자가 우산을 가져 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여자아이가 책을 가져 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양말 신는 걸 잊어버렸어요?

점심 가져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11 남자가 열쇠를 가져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남자가 열쇠를 가져 가는 걸 기억했어요.

여자가 커피를 가져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여자가 커피를 가져 가는 걸 기억했어요.

12 마리아 씨의 주소를 기억하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어요.

마리아 씨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세요?

네, 오오오에 이사육팔이에요.

13 우리가 여기에 살 때를 기억해요?

아니요. 기억 못해요. 저는 아기였어요.

이걸 어디에서 샀는지 잊어버렸어요.

기억 못하세요? 우리는 이걸 독일에서 샀어

요.

14 프랭크 씨! 알렉스예요. 저를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저희 아내 제니퍼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니퍼 씨. 프랭크 씨하

고 저는 대학교 친구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렉스 씨.

15 오늘 아침에 투표하는 거 기억하셨어요?

아니요. 잊어버렸어요.

오늘 투표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일 끝난 후에 투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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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교에서 뭐 배워요?

바다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배워요.

재미있어요?

네. 고래하고 상어가 아주 재미있어요.

17 여자들이 그림에 대해서 배워요.

아이들이 동물에 대해서 배워요.

남자의 딸이 브라질에 대해서 배워요.

18 여자의 할머니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배워요.

여자아이가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

요.

아기가 어떻게 걷는지 배워요.

여자아이가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배워요.

19 학교에서 뭐 배워요?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요?

네. 한국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요.

20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네.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고 싶

어요.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네.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21 저희는 아홉 시부터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세 시부터 연습했어요.

이 여자는 천구백구십이 년부터 책을 썼어요.

이 사람들은 천구백칠십오 년부터 이 집에서 

살았어요.

22 이 사람이 언제부터 여왕이었어요?

천구백오십이 년부터 여왕이었어요.

여기에서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열두 시부터 기다렸어요.

23 저는 아기 때부터 일본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는 결혼한 지 삼십오 년 됐

어요.

어릴 때부터 이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영국에 

산 지 삼 년 됐어요.

24 이탈리아 북부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가본 적 있어요. 하지만 천구백팔십이 년

부터 안 갔어요.

25 아이들이 아프리카 남부에 대해서 배워요.

선생님이 아프리카 서부에 대해서 가르쳐요.

아이들이 아프리카 동부에 대해서 배워요.

선생님이 아프리카 북부에 대해서 가르쳐요.

26 저는 이탈리아 남부에 살아요.

저희는 중국 동부에 왔어요.

이 여자는 미국 서부에 살아요.

이 동물들은 러시아 북부에 살아요.

27 인도 음식을 드셔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인도 음식을 드셔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맛이 아주 좋았어요.

28 러시아에 가보신 적 있어요?

네. 모스크바에 살았어요.

정말이요? 저는 모스크바 가까이에 살았어

요!

저는 러시아에 가본 적 없어요. 하지만 언젠

가 가고 싶어요.

29 저녁을 또 만들어야 해요.

바닥을 또 청소해야 해요.

설거지를 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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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속

30 지난주에 제 자전거가 고장 났어요.

저희 남편이 렌치하고 펜치를 사용해서 자전

거를 고쳤어요.

오늘 자전거가 또 고장 났어요.

저는 새 자전거를 살 거예요.

31 여러분이 이겼어요?

네, 저희가 또 이겼어요!

책이 어디에 있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32 제 말 들으셨어요?

아니요.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중국에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작년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갈 

거예요.

33 뉴욕에 언제 도착하세요?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또 지연됐어요.

오늘 아침에 연습했어요?

네. 내일 경기가 있어서 오후에 또 연습할 거

예요.

이거 또 타고 싶으세요?

네. 또 타고 싶어요!

34 톰 씨, 책을 가져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내일은 가져 오세요.

네. 기억할게요.

35 금요일에 저하고 같이 프랑스 식당에 가시겠

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금요일에 할머니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거예요.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영화 보시겠어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 한 시에 여기에서 만나

요.

4.4 핵심 강좌

01 사무실에 축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이 생일을 축하해요.

사업가들이 뭐를 축하해요.

축하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02 아이들이 경기에서 이긴 걸 축하해요.

사람들이 남자의 생일을 축하해요.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 사십 년을 축하해요.

03 여자가 피곤해서 영화 중에 자요.

저희는 경기 중에 햄버거를 먹었어요.

남자가 출장 중에 잡지를 읽었어요.

04 작년에 저는 한 달 동안 이탈리아 남부에 휴

가 갔어요.

저는 휴가 중에 교회하고 미술관에 많이 갔

어요.

저는 지난주에 파리로 출장 갔어요.

저는 거기에서 사 일 동안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05 여기에 휴가 오셨어요?

아니요. 출장 왔어요.

호주에 출장 가셨어요?

아니요. 휴가 갔어요.

06 여자가 이 도시에 휴가 왔어요.

여자가 이 도시에 출장 왔어요.

사람들이 멕시코에 휴가 가요.

사람들이 멕시코에 출장 가요.

07 남자아이는 올해 다섯 살이에요.

남자아이는 새해에 여섯 살이 돼요.

저는 올해 스페인에 가요.

저는 내년에 일을 할 거예요.

08 왜 학교에 안 갔어요?

휴일이라서 학교에 안 갔어요.

오늘 왜 공원에 왔어요?

휴일이라서 공원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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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이 휴일에는 사람들이 할로윈 파티에 가요.

멕시코 사람들은 십일월에 이 휴일을 축하해

요.

이 휴일에는 사람들이 새해를 축하해요.

10 저희 아들은 열여덟 살 때부터 군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경기 중에 축하해요.

남자가 천구백칠십오 년부터 정장을 안 입었

어요.

11 학교에 가야 해요?

네. 오늘은 휴일이 아니에요.

학교에 가야 해요?

아니요. 오늘은 휴일이에요.

12 행렬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해요.

행렬에서 여자들이 춤을 춰요.

행렬에서 여자들이 과일을 들고 가요.

13 왜 오늘 행렬이 있어요?

새해를 축하해서요.

왜 오늘 행렬이 있어요?

우리 축구팀이 경기를 다 이겨서요.

14 이건 힌두교 조각상이에요

이건 기독교 교회예요.

사람들이 불교 사원에 왔어요.

이건 불교 조각상이에요.

15 유대교 남자가 노래를 해요.

이슬람교 남자가 이슬람 사원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힌두교 휴일을 축하해요.

사람들이 불교 휴일을 축하해요.

16 유대교는 언제 이 휴일을 축하해요?

봄에 축하해요.

이슬람교는 언제 이 휴일을 축하해요?

가을에 축하해요.

17 이건 기독교 결혼식이에요.

이건 유대교 결혼식이에요.

이건 힌두교 결혼식이에요.

18 뭐를 축하하는 거예요?

기독교 휴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뭐를 축하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하고 아들 여자친구의 결혼을 축하

하는 거예요.

19 뭐 읽어요?

유대교 휴일에 대해서 읽어요.

왜 유대교 휴일에 대해서 읽어요?

오늘 유대인 가족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거라

서 읽어요.

20 음악가들은 연주할 준비가 됐어요.

가수는 노래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저녁 먹을 준비가 됐어요?

남자들은 달릴 준비가 됐어요.

남자는 직장에 갈 준비가 거의 됐어요. 하지

만 아내는 준비가 안 됐어요.

말을 탈 준비가 됐어요?

21 결혼식에 갈 시간이에요. 준비가 됐어요?

아니요. 갈 준비가 안 됐어요. 곧 준비가 될 

거예요.

행렬에 갈 준비가 됐어요. 지금 가야 해요?

네, 지금 가야 해요.

22 파티에 갈 시간이에요. 준비가 됐어요?

거의 준비가 됐어요. 오 분 후에 준비가 다 될 

거예요.

좋아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기차역에 갈 시간이에요. 준비가 됐어요?

거의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여행가방을 다 

안 쌌어요.

좋아요. 하지만 곧 가야 해요.

23 우리 공원에 가요.

좋아요.

우리 다음 달에 러시아에 가요.

좋아요. 우리 모스크바에 가요!

극장에 갈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가 됐어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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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계속

24 우리 동물원에 가요.

좋아요. 오늘 오후에 가요.

기차역에 갈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가 됐어요. 가요!

공원에 갈 준비가 됐어요?

네, 가요!

25 행렬에 갈 시간이에요?

네, 우리 빨리 행렬에 가요!

식당에 갈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가 됐어요. 가요!

26 경기에 갈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가 됐어요. 가요!

극장에 갈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가 됐어요. 가요!

27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지내셨어

요?

잘 지냈어요.

휴가는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28 어디에 가셨어요?

일본 북부하고 인도에 갔어요.

일본에서 뭐 보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겨울에 눈으로 아

주 큰 집을 지어요.

정말이요? 예뻐요! 음식도 맛이 좋았어요?

네. 생선 맛이 아주 좋았어요.

29 저는 일본을 떠난 후에 인도에 갔어요.

거기 택시는 여기 택시하고 아주 달라요.

인도 휴일 중에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했어요.

제 친구 조엘은 이 도시에서 코끼리를 탔어

요.

그리고 인도 가족하고 같이 점심도 먹었어요.

30 휴가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재미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좋았어요.

매운 인도 음식도 좋았어요.

예쁜 산들도 봤어요.

31 사진이 아주 예뻐요.

제가 한국에 가는 거 아셨어요?

정말이요? 출장 가세요?

아니요. 휴가 가요.

언제 가세요?

다음 달에 가요.

32 저는 세 달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제 여권이 여기 있어요.

여행가방도 다 쌌어요.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가 됐어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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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정표

01 준비가 됐어요?

아니요, 하지만 거의 준비가 됐어요.

0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3 새해를 축하하러 여기에 오셨어요?

네, 새해를 축하하러 여기에 왔어요.

04 한국 사람이세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도

시에 살아요.

05 한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희는 여기에 휴가 왔어요.

06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07 언어를 몇 개 하세요?

언어를 세 개 해요. 한국어, 이탈리아어, 중국

어를 조금 해요.

08 왕의 결혼식을 기억하세요?

네, 왕의 결혼식을 기억해요. 아주 예뻤어요!

09 텔레비전에 뭐가 나와요?

텔레비전에 왕의 결혼식이 나와요.

10 네, 기억해요. 사람들이 여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한국어로 뭐예요?

이건 한국어로 ‘달’이에요.

11 제가 달에 간 미국 사람들 행렬을 본 거 아세

요?

정말이요? 몰랐어요!

12 언제 보셨어요?

천구백칠십삼 년에 미국에 휴가 갔을 때 봤

어요.

13 뉴스를 보세요?

네, 뉴스를 봐요.

14 빨간색 팀이 이겼어요?

네, 빨간색 팀이 이겼어요.

15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에 십이 유로예요.

16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17 국기 두 개를 이십 유로에 팔 수 있어요. 두 

개 드릴까요?

네, 두 개 주세요.

18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19 가실 준비가 됐어요?

네, 갈 준비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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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In this index, each word is followed by the Core Lesson in which it occurs. 
The number of times that the word appears in the lesson is enclosed  
in parentheses.

En este índice, cada palabra está seguida por la Lección principal en que 
aparece. La cantidad de veces que aparece la palabra en cada lección 
está entre paréntesis.

In diesem Index steht nach jedem Wort die Hauptlektion, in der das  
Wort vorkommt. In Klammern wird angegeben, wie oft ein Wort in einer 
Lektion vorkommt.

Dans cet index, chaque mot est suivi de la Leçon principale correspondante. 
Le nombre de fois où le mot apparaît dans chaque leçon est indiqué  
entre parenthèses.

In questo indice, ogni parola è seguita dalla Lezione principale 
corrispondente. Il numero di volte che la parola appare in ogni lezione  
è indicato tra parentesi.

아래 색인에서 단어 뒤에는 그 단어가 나오는 핵심 학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단어가 핵심 학습에 나오는 횟수입니다.

この索引では、各単語の後にはコア・レッスンが記されています。ま
た、コア・レッスンに出てくる各単語の使用回数はカッコの中に記され
ています。

在此索引中，每个单词后面都跟着出现该单词的“核心课程”。括号中的
数字是该单词在该课程中所出现的次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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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2.1 (2), 3.2 (1), 4.3 (1)
가까이에 3.1 (1), 3.2 (3), 4.3 (1)
가는 3.2 (1), 4.3 (6), 4.4 (1)
가득 1.2 (6), 2.3 (1), 3.2 (1)
가로 3.3 (1)
가로가 3.3 (4)
가르쳐요 2.1 (1), 4.3 (2)
가르쳐주세요 3.2 (1), 3.4 (1)
가르쳤어요 3.1 (1)
가르치기 3.1 (1)
가르치는 2.1 (2)
가면 3.1 (1), 3.2 (1)
가보신 4.3 (4)
가본 4.3 (2)
가서 1.1 (1)
가세요 1.4 (1), 2.1 (1), 3.2 (1), 3.4 (1), 

3.5 (1), 4.1 (1), 4.4 (2)
가셨어요 4.4 (2)
가수가 1.3 (1)
가수는 4.4 (1)
가스레인지 1.2 (4), 3.3 (1)
가스레인지를 2.4 (1)
가시겠어요 4.3 (1)
가실 2.1 (1), 4.5 (1)
가야 1.4 (1), 3.1 (1), 4.4 (5)
가요 1.2 (2), 1.3 (1), 3.1 (1), 3.2 (10), 

4.1 (2), 4.4 (20)
가위 3.4 (2)
가위를 3.4 (1)
가위하고 3.4 (1)
가을에 1.3 (1), 3.1 (1), 4.4 (1)
가져 1.5 (2), 2.1 (1), 3.2 (2), 4.1 (8), 

4.3 (10)
가져가는 4.3 (1)
가족에 2.2 (1)
가족은 3.2 (2)
가족을 2.2 (1)
가족이 1.5 (1), 3.2 (2)
가족하고 4.4 (2)
가족한테 4.1 (1)
간 4.5 (1)
갈 1.4 (2), 2.1 (1), 3.1 (1), 3.2 (2), 

4.1 (1), 4.3 (1), 4.4 (13), 4.5 (1)
갈색 1.1 (1)
갈색이에요 2.4 (2)
감사합니다라고 3.2 (1)
감사합니다 1.4 (1), 2.3 (2), 2.4 (1), 2.5 (4), 

4.5 (2)
감자는 3.3 (1)
감자의 3.3 (1)
갔어요 1.1 (2), 2.5 (1), 4.3 (2), 4.4 (8)
갔을 3.1 (1), 4.5 (2)

같아요 4.2 (4)
같은 1.5 (2), 3.1 (2), 4.2 (1)
같이 1.4 (2), 2.1 (3), 2.2 (1), 2.5 (1), 

3.1 (7), 4.3 (3), 4.4 (2)
개 2.1 (1), 4.2 (2), 4.5 (4)
개가 2.3 (1), 2.4 (2), 3.3 (1), 4.2 (2)
개구리 2.4 (1)
개구리는 2.4 (2)
개구리를 2.4 (2)
개구리예요 4.2 (1)
개는 2.3 (4), 2.4 (1), 3.3 (3)
개들이 1.3 (1)
개를 3.4 (1), 4.5 (1)
개만큼 3.3 (1)
개예요 2.3 (2)
개인지 2.1 (1)
개하고 2.1 (2)
거 3.4 (1), 4.2 (2), 4.3 (2), 4.4 (1), 

4.5 (1)
거가 2.4 (4)
거기 4.4 (1)
거기에 3.1 (1)
거기에서 4.1 (1), 4.2 (1), 4.4 (1)
거라고 3.1 (6), 4.2 (2)
거라서 4.4 (1)
거만큼 3.3 (1)
거보다 2.4 (2), 3.1 (1)
거실에서 1.3 (1)
거실을 1.2 (1)
거실의 2.1 (1)
거에 4.2 (1)
거예요 1.1 (8), 1.2 (9), 1.3 (1), 1.4 (12), 

1.5 (3), 2.1 (6), 2.2 (6), 2.3 (25), 
2.4 (20), 2.5 (3), 3.1 (10), 
3.2 (15), 3.3 (11), 3.4 (5), 
4.1 (5), 4.2 (2), 4.3 (4), 4.4 (7)

거요 3.3 (1)
거의 3.3 (10), 4.4 (3), 4.5 (1)
건 2.4 (10), 3.1 (3), 3.2 (4)
건물 4.1 (2)
건물에는 4.1 (1)
건물은 3.3 (2)
건물을 4.2 (1)
건물이 3.1 (2)
걷는지 4.3 (1)
걸 2.1 (7), 3.1 (4), 4.3 (10), 4.4 (1)
걸어요 2.3 (2), 3.1 (1)
걸을 3.2 (1)
검은색 1.1 (1)
검은색하고 2.4 (1)
겁이 나요 2.2 (3)
것이 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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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2.4 (2), 3.1 (12), 3.2 (4), 3.3 (1)
게임을 3.1 (2)
겨울에 4.2 (1), 4.4 (1)
겨울에요 1.3 (1)
겨울이 2.1 (3)
결혼 4.4 (1)
결혼식 2.5 (1)
결혼식에 2.2 (3), 3.2 (1), 4.4 (1)
결혼식에서 3.4 (1)
결혼식을 2.2 (1), 4.5 (2)
결혼식이 4.5 (1)
결혼식이에요 2.2 (5), 4.4 (3)
결혼을 3.1 (1), 4.4 (1)
결혼하셨어요 2.2 (2), 2.5 (1)
결혼한 2.2 (3), 3.1 (1), 4.3 (1)
결혼할 2.2 (2), 3.1 (1)
결혼해요 2.2 (2)
결혼해주면 2.2 (1)
결혼했어요 2.2 (3), 2.5 (1), 4.1 (1), 4.2 (1)
경기 4.4 (2)
경기가 1.3 (1), 1.5 (1), 3.1 (1), 4.1 (1), 

4.3 (1)
경기를 2.2 (1), 3.2 (1), 4.1 (2), 4.4 (1)
경기에 4.4 (1)
경기에서 3.1 (2), 4.1 (2), 4.4 (1)
경기장을 2.2 (1)
경찰관이 2.3 (1), 3.2 (1)
계단을 1.2 (3)
계란 3.4 (1)
계란을 3.2 (1)
계란이 4.3 (1)
계세요 1.4 (1), 2.5 (2), 3.5 (1)
고기는 3.4 (1)
고기를 1.3 (1)
고대 4.2 (3)
고래 2.4 (1)
고래가 2.4 (2)
고래는 2.4 (1), 3.3 (2)
고래하고 4.3 (1)
고양이가 1.1 (1), 1.2 (2), 2.3 (2)
고양이는 2.4 (2)
고양이도 4.2 (1)
고인의 2.2 (4)
고장 났어요 1.1 (1), 1.5 (4), 2.5 (1), 4.3 (2)
고쳐야 3.2 (1)
고쳐요 1.1 (6), 1.2 (2), 2.5 (1)
고쳐주세요 1.1 (1)
고쳤어요 1.1 (2), 2.2 (1), 2.5 (1), 3.1 (1), 

4.3 (1)
고치기 1.1 (4)
고치는 3.4 (6)
고치면 3.2 (1)

고치세요 1.2 (1)
고치셨어요 2.2 (1), 2.5 (1), 3.1 (1)
고치실 1.1 (1), 2.5 (2)
고칠 1.4 (1), 2.1 (1), 2.5 (2), 3.1 (1)
곤충 2.4 (3)
곤충은 2.4 (2)
곤충을 2.4 (1)
곤충이 2.4 (1), 3.5 (2)
곧 2.2 (4), 2.5 (1), 3.1 (1), 3.4 (1), 

4.1 (1), 4.4 (2)
골라요 3.4 (7)
골랐어요 3.4 (3)
골프 1.3 (1)
골프를 2.2 (1), 3.1 (2)
골프팀 1.3 (1)
곳을 1.3 (8)
곳이에요 1.3 (4)
공간이 3.2 (14), 3.5 (2)
공부를 3.1 (1)
공부하는 3.1 (4)
공부하면 3.1 (1)
공부한 2.2 (3)
공부할 1.3 (2)
공부해요 2.2 (1)
공부했어요 3.1 (1), 3.5 (2), 4.4 (1)
공원에 1.2 (1), 4.4 (4)
공원에서 3.1 (1)
공원의 1.4 (1)
공원이 2.3 (1)
공은 1.1 (1), 2.3 (1), 3.3 (2)
공을 1.1 (13), 2.2 (2), 3.1 (1), 4.2 (2)
공의 3.1 (2)
공이 1.1 (1), 3.3 (1), 4.2 (1)
공항에 3.1 (1)
공항에서 3.2 (1)
과일만 3.2 (1)
과일을 3.2 (1), 4.4 (1)
과일이 2.1 (1), 3.3 (1)
과학이 3.1 (1)
괜찮아요 1.1 (3), 1.2 (1), 1.5 (2), 3.1 (1), 

3.2 (1), 4.3 (1)
괜찮을 3.2 (1)
교회 4.1 (2)
교회는 4.2 (1)
교회예요 4.4 (1)
교회하고 4.4 (1)
구 3.3 (1)
구백 3.4 (1)
구십 3.3 (1), 3.4 (1)
구우세요 3.4 (1)
구울 3.4 (4)
구워요 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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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웠어요 3.4 (1)
국기 4.5 (1)
국기가 4.1 (2)
국기를 4.1 (3)
군인 4.1 (5)
군인들이 4.1 (2)
군인을 4.1 (1)
군인이 4.1 (2), 4.2 (1)
군인이었어요 4.1 (1), 4.4 (1)
군인하고 4.1 (1)
권 3.1 (2)
권만 3.2 (1)
권은 3.1 (1)
권이 3.2 (1)
권이에요 3.3 (1)
권인지 3.3 (1)
귀 1.4 (2)
귀가 1.4 (2)
귀예요 1.4 (1)
그 1.2 (1), 2.1 (2), 2.3 (3), 2.4 (3), 

3.2 (1), 3.4 (4)
그게 2.4 (2)
그래요 1.4 (3)
그램을 3.4 (6)
그램하고 3.4 (2)
그러세요 1.4 (4), 1.5 (1)
그렇게 3.2 (5)
그릇들을 3.2 (1)
그릇은 1.2 (1)
그릇이 1.2 (1)
그릇하고 1.2 (1)
그리고 1.3 (7), 1.4 (1), 2.2 (1), 2.3 (1), 

4.2 (2), 4.3 (1), 4.4 (1)
그림 4.1 (1)
그림에 4.3 (1)
그림을 2.1 (1)
그림이 2.3 (1), 3.3 (1), 4.2 (2), 4.3 (1)
그림이에요 4.1 (2)
극장에 4.4 (2)
극장에서 1.3 (1), 3.2 (1)
금요일에 4.3 (2)
기다렸어요 4.3 (1)
기다리면 3.4 (1)
기다리셨어요 4.3 (1)
기다리시겠어요 2.5 (1)
기다릴게요 4.4 (1)
기독교 4.4 (3)
기름이 4.3 (1)
기억 4.3 (2)
기억하세요 4.3 (3), 4.5 (1)
기억하셨어요 4.3 (1)
기억할게요 4.3 (1)

기억해요 4.3 (2), 4.5 (2)
기억했어요 4.3 (2)
기온이 1.4 (6), 3.3 (1)
기차가 1.4 (1), 2.3 (1)
기차를 2.3 (2)
기차역에 4.4 (2)
기차역에서 3.2 (1)
기타 1.3 (3)
기타는 2.3 (1)
기타를 1.1 (1), 2.1 (2), 3.1 (1), 4.2 (1)
길에 3.2 (1), 4.3 (1)
길은 3.3 (2)
길을 2.2 (1)
길이가 3.3 (4)
길이를 3.4 (1)
깨끗한 1.2 (1)
깨끗해요 1.2 (1)
꺼내요 3.2 (3)
꺼냈어요 3.2 (1)
꽃들은 2.3 (1)
꽃에 2.4 (1)
꽃을 1.1 (2), 2.1 (1), 2.3 (1), 3.2 (2), 

3.3 (1)
꽃이 1.1 (1), 2.3 (2)
꽃처럼 1.1 (1)
끝난 4.3 (1)
끝났어요 4.1 (1)
나가요 3.3 (12)
나갔어요 1.4 (1)
나라에서 4.2 (2)
나라예요 2.2 (6), 4.2 (1)
나무가 2.3 (1)
나무는 2.3 (1), 3.3 (2)
나무로 1.2 (1)
나무를 3.2 (1)
나무에 1.1 (4), 1.4 (2), 2.1 (1), 2.4 (2), 

3.3 (1)
나무에서 1.4 (3)
나무예요 2.3 (2)
나빠요 1.2 (1)
나쁜 1.3 (1)
나사못 3.4 (1)
나사못을 3.4 (1)
나사못이 3.4 (1)
나사못하고 3.4 (1)
나올 4.1 (1)
나와요 4.1 (7), 4.5 (2)
나왔어요 4.1 (5)
낙타 2.4 (1)
낙타는 2.4 (1)
낙타를 2.4 (2)
날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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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1.4 (1), 3.1 (1), 4.1 (1)
날씨는 2.1 (1)
날씨에 3.1 (2), 4.1 (1)
날아요 2.4 (7)
남극 2.2 (1)
남극에 2.3 (1), 2.4 (1)
남극에서 2.2 (1)
남극은 2.3 (1), 4.2 (1)
남극이에요 2.2 (1)
남동생은 3.2 (3)
남동생이 4.2 (1)
남미 2.2 (1)
남미는 2.3 (1)
남미에 2.2 (1)
남미에서 2.2 (1), 4.2 (1)
남미예요 2.2 (1)
남미의 2.2 (1), 4.2 (1)
남미하고 2.3 (1)
남부에 4.3 (2), 4.4 (1)
남자 2.3 (2)
남자가 1.1 (9), 1.2 (7), 1.3 (7), 1.4 (8), 

2.1 (7), 2.3 (2), 3.1 (5), 3.2 (6), 
3.3 (5), 3.4 (15), 4.1 (5), 4.2 (2), 
4.3 (2), 4.4 (4)

남자는 1.3 (4), 1.4 (2), 2.1 (2), 2.2 (3), 
3.1 (6), 3.4 (1), 4.1 (2), 4.2 (3), 
4.4 (1)

남자들은 3.1 (1), 4.2 (1), 4.4 (1)
남자들이 1.1 (2), 2.1 (1), 4.1 (1), 4.2 (1)
남자보다 1.3 (1)
남자아이 1.3 (1)
남자아이가 1.1 (12), 1.2 (4), 1.3 (2), 1.4 (4), 

2.1 (5), 2.2 (1), 2.3 (1), 3.2 (1), 
3.3 (2), 3.4 (2)

남자아이는 1.4 (3), 2.1 (1), 2.2 (1), 2.4 (2), 
3.1 (1), 3.4 (1), 4.3 (2), 4.4 (2)

남자아이들이 1.1 (1)
남자아이의 1.4 (1), 3.4 (1), 4.2 (1)
남자예요 4.1 (1)
남자의 1.4 (2), 2.3 (1), 2.4 (1), 3.1 (4), 

3.3 (1), 4.2 (2), 4.3 (1), 4.4 (1)
남자처럼 1.1 (1)
남자친구 3.1 (2)
남자친구가 3.1 (2), 4.3 (1)
남자친구는 3.1 (1)
남자친구를 3.1 (1)
남자친구예요 3.1 (1)
남자친구하고 3.1 (1), 4.2 (1)
남자친구한테 3.3 (1)
남자하고 2.2 (4), 3.3 (1), 4.2 (1)
남자한테 3.1 (1), 4.1 (2)
남쪽에 2.3 (3)

남쪽으로 2.3 (1)
남편 2.3 (1)
남편을 3.1 (1)
남편의 3.2 (1)
남편이 2.5 (1), 4.3 (1)
남편하고 1.1 (1), 3.1 (2), 4.4 (1)
내년에 3.1 (1), 4.4 (1)
내일 1.3 (1), 1.4 (2), 4.3 (1)
내일은 4.3 (1)
냄새가 1.2 (2)
냅킨이 1.1 (1)
냉동 3.4 (1)
냉동이에요 3.4 (3)
냉장고 1.2 (2), 1.4 (1), 2.1 (1)
냉장고가 1.2 (2)
냉장고에 2.1 (1), 3.2 (1)
너무 3.2 (2), 3.4 (1), 4.3 (11), 4.5 (2)
넓이가 3.3 (1)
넘어져서 1.4 (2)
넘어져요 1.4 (3)
넘어졌어요 1.4 (3)
넣고 3.3 (2)
넣어 3.4 (1)
넣어요 3.2 (2), 3.4 (7)
넣어줄 3.2 (1)
넣어줄게요 3.2 (1)
넣었어요 3.2 (1), 3.4 (1)
넣으세요 3.2 (2), 3.4 (6)
넣을 3.2 (4), 3.4 (1)
네 1.1 (4), 1.2 (2), 1.3 (1), 1.4 (5), 

1.5 (6), 2.1 (6), 2.2 (3), 2.3 (5), 
2.4 (5), 2.5 (7), 3.1 (11), 
3.2 (16), 3.3 (3), 3.4 (3), 3.5 (5), 
4.1 (2), 4.2 (4), 4.3 (18), 
4.4 (12), 4.5 (8)

네모나요 3.3 (6)
네모난 3.3 (1)
넥타이를 3.4 (1)
년 2.2 (16), 2.5 (3), 3.1 (5), 4.1 (1), 

4.2 (2), 4.3 (2)
년동안 2.2 (1)
년부터 4.3 (4), 4.4 (1)
년에 2.2 (3), 4.2 (11), 4.5 (1)
년을 4.4 (1)
노란색 2.1 (1)
노란색을 1.3 (1)
노란색이에요 2.4 (1)
노래를 2.1 (1), 4.4 (2)
노래할 4.4 (1)
노트북 2.3 (1), 3.2 (1), 4.2 (1)
노튼이에요 2.5 (1)
녹색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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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이에요 1.2 (1), 2.4 (1)
놀 1.4 (1), 2.1 (1)
놀아서 2.2 (1)
놀아요 2.1 (2), 2.2 (1)
높이가 3.3 (4)
놓고 3.3 (1)
놓아요 3.4 (1)
놓으세요 1.3 (1), 3.4 (1)
놓을까요 1.3 (1)
누가 1.3 (15), 1.5 (1), 2.4 (4), 3.2 (1), 

3.3 (1), 3.4 (2), 4.1 (3), 4.2 (5)
누구 2.3 (5), 2.4 (2)
누구인지 2.1 (2)
누구한테 4.2 (3)
누나하고 4.2 (1)
눈 1.4 (2)
눈으로 4.4 (1)
눈을 1.4 (1)
눈이 1.4 (3), 3.1 (3), 4.3 (1)
눈이에요 1.4 (1)
뉴스가 4.1 (2), 4.2 (1)
뉴스를 4.1 (10), 4.5 (2)
뉴스에 4.1 (3)
뉴욕에 1.1 (1), 4.3 (1)
늦겠어요 4.2 (1)
니콜라스를 3.1 (1)
다 2.1 (4), 2.2 (10), 3.2 (1), 4.1 (1), 

4.4 (4)
다니엘 3.1 (1)
다른 3.3 (5), 4.2 (3), 4.5 (1)
다리 1.4 (1)
다리를 1.4 (2), 2.2 (1)
다리에 1.4 (1)
다리예요 1.4 (2)
다섯 2.1 (1), 4.4 (1)
다시 4.3 (1)
다음 2.2 (2), 4.1 (1), 4.3 (1), 4.4 (2)
다음에 1.2 (1), 2.3 (3), 3.2 (1), 3.4 (4)
다쳤어요 1.4 (11), 1.5 (1), 2.1 (1), 2.4 (1)
닦는 3.1 (2)
닦아야 1.2 (2), 1.4 (1), 3.2 (1)
닦아요 1.2 (8)
닦으세요 1.2 (1)
닦으실 1.2 (1)
닦을게요 1.2 (3)
달이에요 4.5 (1)
달 2.2 (3), 2.5 (1), 3.1 (1), 4.4 (2)
달라요 4.2 (6), 4.4 (1)
달러 4.3 (1)
달러가 3.2 (1)
달러는 3.2 (1), 3.3 (1)
달러로 3.2 (4)

달러를 3.2 (1)
달러만 3.2 (1)
달러였어요 3.3 (1)
달러예요 3.2 (1), 3.3 (1), 4.3 (1)
달려요 2.1 (2), 2.4 (1), 4.1 (1)
달릴 2.4 (1), 4.4 (1)
달아요 1.3 (2)
달에 3.1 (1), 4.1 (1), 4.3 (1), 4.4 (2), 

4.5 (1)
닭 2.4 (1)
닭고기가 1.2 (1), 3.3 (1)
닭고기를 3.4 (1)
닭들은 2.4 (1)
닭들이 2.4 (1)
닭은 2.4 (1)
닮았어요 1.1 (7)
담에서 1.1 (1)
담장 1.1 (6)
담장에 1.1 (2)
담장에서 1.1 (1), 1.4 (3)
담장은 1.1 (2)
담장을 1.1 (3)
당근만 3.2 (1)
당근이 3.3 (1)
대답을 4.1 (1)
대륙들 2.3 (1)
대륙에 2.2 (5)
대륙은 2.2 (7)
대륙이기도 4.2 (1)
대륙이에요 2.2 (1)
대서양에서 2.3 (1)
대서양은 2.3 (1)
대서양이 2.3 (1)
대서양이에요 2.3 (1)
대통령 4.1 (2)
대통령은 4.1 (1)
대통령을 4.1 (1)
대통령이 4.1 (4)
대통령이에요 4.1 (1)
대학교 4.3 (1)
대학교에 3.1 (1)
대학교에서 3.1 (1)
대한 2.2 (4), 4.1 (4)
대해서 4.2 (7), 4.3 (8), 4.4 (2)
더 1.1 (1), 1.3 (8), 2.1 (3), 2.3 (1), 

2.4 (4), 3.1 (1), 3.2 (10), 3.3 (5), 
3.4 (1), 4.1 (1)

더러워요 1.2 (2), 2.1 (1),  
2.4 (2)

더워요 1.3 (1), 1.4 (1),  
3.3 (1)

던져요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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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졌어요 1.1 (2)
던지기 1.1 (2)
던지지 1.1 (1)
던질 1.1 (2)
데 3.4 (13), 4.3 (1)
도는 3.3 (1)
도드 4.2 (3)
도서관에 3.1 (1), 3.2 (1)
도서관을 1.2 (1)
도시는 4.2 (1)
도시에 4.4 (2), 4.5 (1)
도시에서 4.4 (2)
도에서 3.4 (1)
도예요 1.4 (18), 3.3 (1)
도와드릴까요 1.5 (1), 2.1 (2)
도와주세요 2.5 (1), 3.4 (1)
도와줄 2.1 (1)
도와줄게요 3.4 (1)
도와줘요 1.1 (2)
도와줬어요 3.1 (1)
도착하세요 4.3 (1)
도착할 2.3 (1)
도착해요 4.1 (1)
도착했어요 2.2 (1), 2.3 (1)
독일 4.1 (6)
독일까지 2.3 (2)
독일로 2.3 (1)
독일에 4.1 (1)
독일에서 4.3 (1)
독일하고 2.3 (1)
돈을 3.2 (1)
돈이 2.1 (1), 3.1 (3), 3.2 (2)
돌아가셨어요 2.2 (5)
돌아가신 2.2 (2)
동그란 3.3 (1)
동그래요 3.3 (6)
동물 1.3 (1), 2.3 (2)
동물들은 4.3 (1)
동물에 2.2 (1), 4.3 (2)
동물원에 4.4 (1)
동물은 2.2 (1), 2.3 (2), 2.4 (2)
동물을 2.4 (2)
동물이 3.4 (1)
동부에 4.3 (2)
동안 1.4 (1), 2.3 (1), 3.1 (1), 3.4 (1), 

4.2 (2), 4.4 (3)
동쪽에 2.3 (4)
동쪽으로 2.3 (1)
돼요 2.4 (4), 3.2 (5), 3.3 (11), 3.4 (2), 

4.4 (1)
됐어요 2.2 (14), 2.5 (2), 3.1 (1), 4.1 (2), 

4.3 (2), 4.4 (26), 4.5 (4)

되고 4.1 (1), 4.2 (1)
되세요 3.3 (1)
되셨어요 2.2 (1)
된 1.4 (10), 1.5 (1), 2.5 (1)
될 1.3 (1), 3.3 (6), 4.4 (2)
두 1.1 (2), 1.4 (4), 1.5 (1),  

2.2 (1), 2.3 (1), 2.5 (1),  
3.1 (2), 3.3 (1), 3.4 (1),  
4.2 (2), 4.5 (2)

뒤에 1.1 (1), 1.2 (1), 3.2 (1)
드라이버 3.4 (2)
드라이버가 3.4 (2)
드라이버를 3.4 (4)
드릴까요 1.1 (1), 1.2 (2), 1.5 (1), 3.2 (2), 

3.3 (2), 4.5 (1)
드세요 1.4 (5), 3.2 (2)
드셔본 4.3 (2)
드셔야 1.4 (1), 2.3 (1)
드시겠어요 1.1 (1), 2.5 (1), 4.3 (1)
드시기 4.2 (1)
들고 2.3 (6), 3.2 (5), 3.3 (2), 3.4 (2), 

4.1 (3), 4.4 (1)
들어드려요 2.3 (1)
들어드릴 2.3 (1)
들어요 4.1 (1)
들어주실 2.3 (2)
들으셨어요 4.3 (1)
들지 3.2 (1)
딸이 1.1 (1), 1.2 (1), 2.2 (1), 3.1 (1), 

4.3 (1)
딸이기도 4.2 (1)
딸이었으면 2.2 (1)
딸이에요 2.5 (2)
때 1.4 (7), 3.1 (2), 3.2 (4), 4.2 (1), 

4.5 (2)
때로는 1.3 (9)
때를 4.3 (1)
때만 3.2 (1)
때부터 4.3 (2), 4.4 (1)
떠나서 2.2 (1)
떠난 4.4 (1)
떨어져요 1.4 (4), 2.1 (1)
떨어졌어요 1.4 (5), 1.5 (1), 2.2 (1)
떨어진 2.1 (1)
또 4.3 (12)
뛰어내려요 1.1 (5)
뛰어내렸어요 1.1 (1)
뛰어내릴 1.1 (1)
뛰어넘기 1.1 (1)
뛰어넘어요 1.1 (2)
뛰어넘지 1.1 (1)
뛰어올라요 1.1 (2),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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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3.4 (2)
뜨거워요 2.4 (1), 3.4 (2)
라디오가 1.1 (1)
라디오에서 4.1 (1)
라임은 1.3 (1), 3.4 (1)
라임을 3.3 (1)
러시아 2.3 (1), 4.1 (5), 4.3 (1)
러시아는 2.3 (1)
러시아어를 4.2 (1)
러시아에 4.3 (2), 4.4 (1)
레몬 3.3 (1)
레베카 3.1 (1)
레베카예요 3.1 (1)
렌치 3.4 (1)
렌치가 3.4 (2)
렌치를 3.4 (2)
렌치하고 4.3 (1)
로제타 스톤이 4.2 (1)
로드리게스가 4.2 (1)
로마에 2.1 (2), 3.1 (1)
로마에서 4.2 (1)
로제타 4.2 (1)
루이즈 4.2 (1)
린은 4.2 (1)
린이에요 4.2 (1)
마리 2.1 (1)
마리가 2.1 (1), 2.4 (2)
마리아 3.1 (1), 4.3 (2)
마리아를 3.1 (1)
마세요 1.1 (3), 2.4 (5), 3.2 (3),  

3.4 (1), 4.3 (1)
마셔요 1.3 (2), 1.4 (1)
마셨어요 3.3 (1)
마시는 2.4 (2), 3.1 (1), 4.2 (1)
마지막으로 2.3 (1), 3.4 (2)
만나서 2.5 (1), 3.1 (7), 4.3 (2),  

4.4 (1)
만나셨어요 3.1 (6)
만나요 1.1 (1), 4.1 (2), 4.3 (2)
만날 4.1 (1)
만났어요 3.1 (5), 4.1 (1), 4.4 (1)
만드는 3.4 (1), 4.3 (1)
만드는지 3.4 (1), 4.3 (1)
만들어야 4.2 (1), 4.3 (1)
만들어요 1.3 (1), 3.3 (1), 4.2 (1)
만들어졌어요 1.2 (1), 2.3 (3), 4.2 (2)
만져도 2.4 (4)
만져요 2.4 (3)
만지고 2.4 (1)
만지는 2.4 (5)
만지지 2.4 (5)
만큼 3.3 (1)

많아서 4.3 (1)
많아요 2.1 (1), 2.3 (3), 3.1 (1), 3.2 (1), 

3.4 (1), 4.3 (7)
많은 3.1 (1), 4.1 (2), 4.2 (2)
많이 3.1 (2), 4.1 (1), 4.3 (2), 4.4 (3)
말 4.3 (1)
말들이 2.4 (1)
말라요 1.3 (1), 1.4 (1)
말씀하셨어요 2.3 (8), 2.4 (3)
말씀해주시겠어요
 4.3 (1)
말에서 1.4 (2)
말을 1.4 (1), 2.4 (5), 3.2 (1), 4.2 (2), 

4.4 (1)
말이 1.1 (1)
말하는 3.2 (2)
말하는지 4.3 (2)
말한 4.2 (1)
말할 2.4 (1), 3.1 (1)
말해요 4.2 (2)
말했어요 2.3 (10)
맑으면 3.1 (1)
맛이 2.4 (1), 3.3 (1), 3.4 (1), 4.1 (1), 

4.3 (1), 4.4 (2)
망치 3.4 (2)
망치가 3.4 (2)
망치를 3.4 (4)
망치하고 3.4 (1)
맞아요 3.1 (4), 3.5 (4)
맞지만 2.1 (1)
매니저한테 3.2 (1)
매운 4.4 (1)
머리 1.4 (3)
머리가 1.4 (4), 3.1 (2)
머리에 4.1 (1)
먹는 3.1 (2)
먹는다면 3.2 (1)
먹어도 3.2 (1)
먹어서 3.3 (1), 4.3 (2)
먹어야 1.4 (1), 2.3 (1), 3.1 (1)
먹어요 1.1 (1), 1.3 (1), 1.4 (3), 2.1 (1), 

3.2 (1), 3.3 (3), 3.4 (1)
먹었어요 2.2 (2), 3.1 (3), 3.3 (1), 4.3 (1), 

4.4 (2)
먹은 1.4 (1)
먹을 1.3 (1), 3.1 (1), 3.2 (1), 3.4 (1), 

4.1 (1), 4.3 (1), 4.4 (2)
먹지 3.4 (1)
먼저 1.2 (1), 2.3 (1), 3.2 (1), 3.4 (2)
메고 3.2 (3)
메세요 3.2 (1)
메지 3.2 (1)



54

멕시코 2.3 (1), 3.2 (1), 4.1 (6),  
4.2 (1), 4.4 (1)

멕시코는 2.3 (1), 4.1 (1)
멕시코에 4.4 (2)
멕시코에서 2.3 (1)
명 1.5 (1)
명복을 2.2 (4)
명이 1.1 (2), 1.3 (2)
몇 1.4 (4), 1.5 (1), 2.1 (3), 3.1 (1), 

3.3 (2), 4.2 (2), 4.5 (1)
모든 2.1 (8)
모래 2.3 (1)
모래가 2.3 (2)
모래로 2.3 (1)
모르겠어요 3.2 (1), 3.3 (1), 3.5 (1), 4.3 (2)
모스크바 4.3 (1)
모스크바에 4.3 (1), 4.4 (1)
모자 4.1 (1)
모자가 1.1 (2), 4.3 (1)
모자는 3.1 (1)
모자라서 4.3 (2)
모자라요 2.1 (3), 4.3 (4)
모자랄 2.1 (1)
모자랐어요 4.3 (1)
모자를 4.3 (1)
목요일에 1.3 (1), 2.3 (1)
목욕을 1.2 (5)
목이 1.3 (1), 1.4 (1)
몰라요 2.1 (12), 3.1 (3)
몰랐어요 4.2 (3), 4.5 (1)
몸무게 3.3 (1)
몸무게가 3.3 (5), 3.4 (1)
못 2.2 (1), 2.3 (1), 2.4 (3), 2.5 (1), 

3.1 (1), 3.4 (1)
못생겼고 2.4 (1)
못생겼어요 2.4 (6)
못생겼지만 2.4 (1)
못을 3.4 (2)
못이 3.4 (1)
못하겠어요 4.2 (1)
못하세요 4.3 (1)
못해서 2.2 (1)
못해요 4.3 (4)
무게가 3.3 (10)
무게를 3.4 (1)
무릎 1.4 (1)
무릎에 1.4 (3)
무릎을 1.4 (2), 1.5 (1)
무서워요 2.4 (6)
무슨 2.3 (2), 2.5 (1), 3.5 (1), 4.1 (1), 

4.2 (2)
문에 3.5 (2)

문을 3.2 (1), 3.4 (1)
물 1.2 (1), 1.4 (1), 3.4 (2)
물고기가 2.1 (2), 4.3 (1)
물에 2.4 (2)
물을 1.1 (1), 3.1 (1), 3.2 (1)
물이 1.2 (1), 3.4 (1), 4.3 (1)
물하고 1.4 (1)
뭐 1.2 (1), 2.2 (3), 3.1 (1), 3.3 (1), 

3.4 (1), 4.1 (2), 4.2 (1), 4.3 (2), 
4.4 (2)

뭐가 2.1 (2), 2.3 (3), 3.5 (1), 4.1 (5), 
4.4 (1), 4.5 (1)

뭐라고 2.3 (9)
뭐를 1.2 (2), 1.3 (3), 2.2 (2), 3.2 (2), 

4.1 (2), 4.4 (3)
뭐예요 1.4 (2), 4.2 (5), 4.5 (1)
뭐인지 2.1 (1)
미국 4.1 (7), 4.2 (1), 4.3 (1), 4.5 (1)
미국에 4.5 (1)
미국은 2.2 (1)
미술관에 2.1 (1), 4.4 (1)
미술을 2.1 (3), 3.1 (2)
미터 3.3 (4)
미터는 3.3 (1)
미터예요 3.3 (12)
밀가루 3.4 (4)
밀리리터를 3.4 (4)
밀리리터하고 3.4 (1)
밑 1.2 (2)
밑에 1.2 (1), 2.1 (1)
바나나가 3.4 (6)
바나나를 3.4 (1)
바나나의 3.4 (1)
바다는 2.3 (4)
바다에 2.1 (1), 2.4 (1), 4.3 (1)
바다에서 3.1 (1)
바닥 3.3 (1)
바닥에 1.2 (3), 1.3 (1), 2.1 (1)
바닥을 1.2 (13), 1.5 (4), 3.2 (1), 4.3 (1)
바닥이 1.2 (1), 1.4 (1)
바닷가가 1.4 (1)
바닷가를 2.3 (1)
바닷가에 1.4 (1), 2.3 (2), 3.2 (1)
바닷가에만 3.2 (1)
바닷가에서 1.3 (1), 3.4 (1)
바르셀로나로 1.4 (1)
바이올린 1.3 (3)
바이올린을 1.3 (1), 2.4 (1), 4.3 (1)
바이올린이 4.3 (1)
바지를 1.3 (1)
밖에 1.1 (1), 1.2 (1), 1.3 (1), 1.4 (1),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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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1.2 (1), 1.3 (2), 3.4 (1),  
4.4 (1)

밖이 2.1 (1)
반 3.3 (4)
반갑습니다 2.5 (1), 3.1 (7), 4.3 (2)
반납됐어요 4.2 (1)
반에 4.2 (1)
반으로 3.3 (2)
반을 3.3 (3)
반이라고 4.2 (1)
반이에요 3.3 (1)
발견됐어요 4.2 (4)
발견된 4.2 (1)
발견했어요 4.2 (1)
밤 4.1 (1)
밤에 3.4 (1)
밥이 4.3 (1)
방에 4.3 (1)
방에서 1.3 (1), 3.5 (1)
방을 1.2 (4), 2.2 (1), 3.1 (4)
방의 2.1 (1)
배가 고파요 1.4 (3), 3.2 (1), 4.3 (1)
배 1.1 (1), 1.4 (2)
배가 1.4 (3), 2.3 (1), 4.3 (1)
배낭 3.2 (4)
배낭에 3.2 (6)
배낭을 3.2 (5)
배낭이 3.2 (2)
배는 2.3 (1)
배를 2.3 (2), 3.1 (1)
배에 2.2 (1)
배에서 1.1 (1)
배우고 4.3 (4)
배워요 4.3 (15)
백 2.2 (1), 3.2 (1), 3.3 (2)
백오십 3.3 (1), 3.4 (2)
백이십 3.4 (2)
백팔십 3.3 (1), 3.4 (1)
밴드 1.4 (2)
밴드가 1.4 (8), 1.5 (2)
뱀 2.4 (2)
뱀들은 2.4 (1)
뱀을 2.4 (2)
뱀이 2.4 (1)
버려요 1.2 (2)
버렸어요 1.2 (1)
버리세요 1.2 (2)
버스가 1.4 (1)
버스에 3.2 (1), 4.3 (1)
버터 3.4 (1)
번 1.4 (12), 2.3 (1), 3.1 (2)
번만 4.2 (1)

벌써 2.2 (5), 3.1 (5), 3.2 (1),  
3.3 (2), 3.4 (1)

베사니 4.2 (1)
베이징에서 4.2 (1)
벽 3.3 (2)
벽은 3.3 (1)
벽을 3.3 (1), 4.1 (1)
변기 1.2 (1)
변기를 1.2 (3)
병원에 3.2 (1)
병원을 2.2 (3)
보고 4.3 (1)
보는 2.1 (2)
보석 4.1 (1)
보석을 3.4 (1)
보세요 2.4 (1), 4.1 (1), 4.5 (1)
보셨어요 2.1 (2), 4.4 (1), 4.5 (1)
보시겠어요 4.3 (1)
본 4.5 (1)
볼 3.2 (1), 3.4 (1)
볼지에 4.2 (1)
봄에 4.4 (1)
봐요 1.1 (1), 2.1 (1), 2.2 (1), 3.2 (1), 

3.4 (1), 4.1 (6), 4.2 (1), 4.5 (1)
봤어요 4.3 (1), 4.4 (1), 4.5 (1)
부모님은 2.1 (1), 3.1 (2)
북극해가 2.3 (1)
북극해는 2.3 (1)
북극해에서 2.3 (1)
북극해예요 2.3 (1)
북미 2.2 (1)
북미에 2.2 (1), 4.1 (1)
북미예요 2.2 (1)
북미의 2.2 (1)
북부에 4.3 (3)
북부하고 4.4 (1)
북쪽에 2.3 (4)
북쪽으로 2.4 (1)
분 2.2 (1), 4.4 (1)
분에 2.1 (1)
불 2.3 (3)
불교 4.4 (3)
불처럼 2.3 (1)
브라질 2.3 (1)
브라질에 4.3 (1)
브라질은 2.2 (1)
브라질팀이 1.3 (1)
비가 1.4 (1), 2.2 (4), 3.1 (1), 3.2 (1)
비싸요 3.2 (1), 3.3 (2), 4.3 (1), 4.5 (2)
비어 1.2 (6), 3.2 (2)
비행기가 1.4 (1), 2.3 (3), 4.3 (1)
비행기를 1.1 (1),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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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2.3 (1)
빌리시겠어요 1.1 (1)
빌릴 3.4 (1)
빌어요 2.2 (4)
빗을 3.4 (1)
빨간색 1.1 (1), 1.2 (1), 2.1 (7), 3.4 (1), 

4.5 (2)
빨간색이에요 2.4 (1)
빨라서요 1.1 (1)
빨래를 1.2 (2), 1.4 (1)
빨리 2.4 (1), 4.4 (1)
빵 3.3 (1)
빵을 3.4 (2)
빵이 3.3 (1)
사 2.2 (1), 3.3 (5), 4.4 (1)
사고 3.2 (1)
사과가 3.3 (1), 3.4 (1)
사과나무예요 2.3 (2)
사과들은 3.3 (1)
사과를 1.1 (2), 1.5 (1), 3.3 (2)
사는 4.3 (1)
사다리 1.5 (1)
사다리가 1.5 (2)
사다리는 3.3 (1)
사다리를 1.5 (1)
사다리에 1.1 (1), 1.4 (1)
사다리에서 1.1 (1), 1.4 (1)
사등분으로 3.3 (2)
사람 1.3 (1), 2.3 (1)
사람들 2.3 (1), 4.5 (1)
사람들은 2.1 (1), 2.2 (1), 2.4 (2), 3.1 (1), 

3.2 (3), 4.2 (1), 4.3 (1), 4.4 (2)
사람들을 4.4 (1)
사람들이 1.1 (2), 1.2 (1), 1.3 (4), 1.5 (2), 

2.1 (6), 2.2 (9), 2.3 (2), 3.2 (2), 
3.4 (3), 4.1 (13), 4.2 (4), 
4.4 (11), 4.5 (1)

사람들처럼 1.1 (2)
사람들하고 3.1 (1)
사람은 3.3 (1), 4.1 (2)
사람을 2.1 (1)
사람이 1.2 (1), 2.1 (9), 4.1 (1), 4.3 (4), 

4.4 (1)
사람이세요 4.5 (2)
사람이에요 4.5 (1)
사람처럼 1.1 (2)
사람한테 3.2 (2)
사막에 2.3 (2), 2.4 (1), 3.2 (2)
사막에서 2.3 (2)
사막에서는 3.1 (1)
사막을 2.3 (1)
사무실에 1.3 (1), 2.1 (1), 4.4 (1)

사무실에서 1.3 (1), 2.1 (2), 3.1 (1), 4.2 (1)
사백 3.4 (3)
사백이십 3.3 (1)
사분의 3.3 (1)
사세요 3.2 (2)
사셨어요 1.1 (1), 2.2 (1)
사실 2.1 (1)
사십 1.4 (1), 4.1 (1), 4.4 (1)
사야 2.1 (2)
사야겠어요 3.2 (1)
사업가가 4.2 (1)
사업가들을 4.4 (1)
사업가들이 4.4 (1)
사업가예요 4.2 (9)
사요 1.3 (1), 2.1 (1), 3.4 (1), 4.1 (2)
사용돼요 4.2 (1)
사용하는지 4.3 (3)
사용하세요 3.4 (2)
사용할지에 4.2 (1)
사용해서 4.3 (1)
사용해요 3.4 (20), 4.2 (1)
사용했어요 3.4 (2)
사원에 4.4 (2)
사원은 4.2 (2)
사원을 2.2 (1)
사이에 2.3 (6)
사전을 3.2 (1)
사줬어요 2.3 (1)
사지 3.2 (1)
사진은 4.2 (2)
사진을 1.3 (3), 2.3 (3), 2.4 (3), 4.2 (1), 

4.3 (1)
사진이 4.2 (1), 4.4 (1)
사진이에요 4.5 (1)
산 2.2 (1), 4.1 (1), 4.3 (1)
산들도 4.4 (1)
산에 3.2 (1)
산은 1.1 (1)
산의 1.4 (1)
살 1.5 (2), 2.1 (2), 3.1 (1), 3.2 (2), 

4.3 (2), 4.4 (1)
살게요 3.2 (1)
살아요 1.3 (1), 2.2 (1), 2.3 (1), 2.4 (6), 

3.1 (1), 3.2 (2), 4.1 (1), 4.3 (3), 
4.5 (1)

살았어요 2.2 (1), 3.1 (1), 4.1 (1), 4.2 (1), 
4.3 (4)

살이 4.4 (1)
살이에요 4.4 (1)
삼 3.3 (4), 4.3 (1)
삼등분으로 3.3 (1)
삼백 3.4 (2), 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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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의 3.3 (5)
삼십 1.4 (1), 2.1 (1), 3.3 (3)
삼십구 1.4 (2)
삼십오 1.4 (1), 3.3 (1), 4.3 (1)
삼십이 1.4 (1)
삼십일 3.3 (1)
삼십칠 1.4 (3)
삼십팔 1.4 (2)
삼천 2.2 (2)
샀는지 4.3 (1)
샀어요 2.1 (1), 3.1 (1), 4.1 (1), 4.2 (1), 

4.3 (1)
상어 2.4 (1)
상어가 2.4 (1), 4.3 (1)
상어하고 2.4 (1)
상자가 1.1 (1)
상자를 3.2 (1), 3.4 (1)
상자에 3.2 (2), 3.3 (2), 3.5 (2)
상자에서 3.2 (2)
상했어요 3.4 (5)
새 2.1 (1), 2.2 (1), 2.4 (2), 3.1 (1), 

4.3 (1)
새가 2.4 (7)
새는 2.4 (2)
새들은 2.4 (3)
새들이 2.4 (2)
새를 2.4 (1)
새예요 2.4 (3)
새해를 4.4 (2), 4.5 (2)
새해에 4.4 (1)
색을 4.2 (1)
색이 3.1 (2)
샌드위치가 3.2 (1)
샌드위치를 3.2 (2)
샌드위치보다 3.3 (1)
샌들을 3.4 (1)
샐러드가 3.3 (1)
샐러드도 4.2 (1)
샐러드를 1.1 (1)
샐러드만 3.2 (1)
샐러드하고 3.2 (1)
생각 3.1 (3), 3.5 (1)
생각하세요 2.2 (1), 2.5 (1), 3.1 (3), 3.3 (1)
생각해요 2.2 (6), 2.5 (1), 3.1 (19), 3.5 (1), 

4.2 (4)
생각했어요 4.2 (1)
생겼어요 1.1 (5), 2.3 (1)
생선 3.3 (1), 3.4 (1), 4.4 (1)
생선만 3.4 (1)
생선은 3.4 (1)
생일 3.4 (1)
생일을 4.4 (2)

생일이었어요 4.2 (1)
샤워를 1.2 (5), 1.3 (1)
샤워실 1.2 (1)
샤워실에 1.3 (1)
샤워실을 1.2 (1)
샤워실이 1.2 (1)
서 1.3 (1), 3.2 (1), 3.4 (1)
서로 1.1 (12), 3.1 (1), 4.1 (1)
서류가방 3.2 (3)
서류가방에서 3.2 (1)
서류가방을 3.2 (2)
서류가방이 3.2 (2)
서부에 4.3 (2)
서세요 3.3 (1)
서쪽에 2.3 (3)
선거를 4.1 (1)
선거에 4.1 (2)
선거에서 4.1 (3)
선거였어요 4.1 (1)
선거예요 4.1 (2)
선글라스 3.2 (1)
선물을 3.2 (1)
선생님 1.1 (1), 1.4 (1), 2.4 (5), 3.3 (1), 

4.3 (2)
선생님이 2.3 (4), 2.4 (1), 3.3 (1), 3.4 (1), 

4.3 (2)
선생님이기도 4.2 (1)
설거지를 1.2 (5), 1.3 (1), 4.3 (1)
설탕 3.4 (2)
설탕은 1.3 (1)
설탕을 3.4 (3)
섬에서 4.2 (1)
성함을 2.1 (1)
세 1.2 (1), 1.4 (3), 1.5 (2), 3.1 (1), 

3.2 (1), 4.2 (1), 4.3 (1), 4.4 (1), 
4.5 (1)

세로 3.3 (1)
세로가 3.3 (4)
세면대 1.2 (1)
세면대가 1.2 (1)
세면대를 1.2 (3), 3.4 (1)
세수하세요 1.2 (1)
세었어요 3.3 (2)
세요 1.3 (13), 3.3 (3)
세일 3.2 (2)
세일하면 3.2 (1)
세일해서 3.2 (1)
세일해요 3.2 (5)
센티미터 3.3 (1)
센티미터예요 3.3 (4), 3.4 (1)
셔요 1.3 (2)
셔츠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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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가 1.1 (1), 2.3 (1)
셔츠를 1.1 (1)
소 2.4 (1)
소금 3.4 (2)
소금을 3.4 (1)
소나무가 2.3 (1)
소나무예요 2.3 (2)
소들은 2.4 (1)
소들이 2.4 (2)
소파 1.2 (3)
소파가 1.2 (1)
소파를 1.2 (1), 3.3 (1), 3.4 (1)
소파에 1.2 (3)
손가락에 1.4 (1)
손은 2.3 (1)
손을 3.1 (1)
손이 1.4 (1)
손이에요 2.3 (1)
손전등 3.4 (3)
손전등을 3.4 (2)
손전등이 3.5 (2)
쇼핑 3.2 (1)
쇼핑해요 3.1 (1)
수 1.1 (3), 2.1 (6), 2.3 (3), 2.4 (6), 

2.5 (4), 3.1 (7), 3.2 (13), 3.4 (1), 
4.5 (1)

수가 1.1 (1)
수건을 1.1 (2), 3.2 (1)
수영을 1.1 (3), 1.3 (1), 2.3 (1), 2.4 (1), 

3.1 (3), 4.3 (4)
수영장 1.1 (2)
수영장이 1.1 (3)
수요일 1.3 (1)
수요일에 2.3 (1)
수잔 3.1 (1)
수잔이에요 3.1 (1)
수프를 3.4 (1)
수프에 3.4 (2)
수학이 1.3 (1), 3.1 (2)
숟가락만 3.2 (1)
숟가락이 3.4 (1)
숟가락이에요 4.2 (1)
쉬워요 1.1 (10), 1.3 (1)
슈퍼마켓 1.2 (1)
슈퍼마켓에 3.4 (1)
스미스 4.1 (1)
스웨터를 2.1 (3)
스웨터예요 2.2 (1)
스키들은 4.2 (1)
스키를 1.1 (3), 1.3 (2), 1.4 (3), 2.1 (1), 

3.1 (5)
스티브 4.2 (1)

스페인 2.3 (2), 4.1 (1), 4.2 (1)
스페인어 4.2 (1)
스페인어는 4.2 (1)
스페인어도 4.2 (1)
스페인어를 4.2 (1)
스페인어예요 4.2 (1)
스페인에 2.3 (2), 4.4 (1)
스페인은 2.3 (1)
슬퍼요 2.1 (2), 2.2 (3)
시 2.1 (1), 4.2 (2)
시간 1.4 (1), 2.2 (1), 3.4 (1), 4.3 (1)
시간이에요 4.4 (4)
시계 3.3 (1)
시계가 1.1 (2), 3.3 (1)
시계를 3.2 (2), 3.3 (1)
시내로 1.4 (1)
시내에 3.1 (1)
시부터 4.3 (3)
시에 1.5 (3), 2.2 (1), 4.3 (2)
시작돼요 4.2 (1)
시작한 2.2 (3)
시작했어요 3.1 (1)
시트의 1.2 (1)
식기가 1.2 (3)
식기세척기 1.2 (4)
식기세척기가 1.2 (2)
식기세척기를 2.1 (1), 3.1 (1)
식기예요 1.2 (4)
식당 3.1 (1), 4.1 (2)
식당에 4.1 (1), 4.3 (1), 4.4 (1)
식당을 3.1 (1)
식당이 3.1 (2)
식당이라고 3.1 (1)
식물 2.3 (3)
식물들은 2.3 (4)
식물들이 3.2 (1)
식물은 2.3 (2)
식물을 2.3 (1), 2.4 (1)
식물이 2.3 (1)
식물이에요 2.3 (2)
신는 4.3 (1)
신문에 4.1 (1)
신문을 1.1 (1), 1.3 (1), 3.4 (1)
신발을 3.2 (1), 3.4 (1)
신발이 3.1 (1), 3.2 (1)
신선한 3.4 (4)
신선해요 3.4 (3)
신용카드를 3.2 (1)
신을 3.4 (1)
실례합니다 2.4 (1), 3.2 (4)
십 2.2 (3), 3.3 (3)
십오 2.2 (2),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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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 3.3 (1), 4.2 (1), 4.5 (1)
십이면 3.1 (1)
십일월에 4.4 (1)
싱크대 1.2 (1), 2.1 (2)
싱크대를 3.3 (1)
싱크대에 1.2 (1)
싱크대의 2.1 (1)
싶어 1.3 (1), 4.2 (1)
싶어서요 2.1 (1), 3.3 (1)
싶어요 2.1 (1), 2.4 (1), 3.2 (1), 3.3 (3), 

4.1 (1), 4.3 (7)
싶었어요 4.3 (1)
싶으세요 3.2 (1), 3.3 (1), 4.3 (1)
싶지만 2.1 (1)
싸면 3.2 (1)
싸서요 2.1 (1)
싸요 3.3 (1)
쌌어요 4.4 (2)
써요 1.1 (1), 4.1 (3)
썼어요 1.3 (1), 4.2 (2), 4.3 (1)
쓰는 3.4 (1)
쓰레기를 1.2 (5)
쓰레기통 1.2 (1)
쓰레기통이 1.2 (4)
쓰세요 1.2 (3)
쓰셨어요 3.1 (1)
쓰여졌어요 4.2 (6)
쓸 1.2 (1)
쓸어드릴까요 1.5 (1)
쓸어야 1.2 (1)
쓸어요 1.2 (4)
쓸어주세요 1.5 (1)
쓸었어요 1.2 (1)
씨 1.4 (1), 3.1 (8), 4.3 (4)
씨가 4.1 (1), 4.2 (1)
씨를 3.1 (1)
씨예요 2.1 (1), 3.1 (1)
씨의 4.3 (2)
씨하고 4.2 (1), 4.3 (1)
씨한테 4.2 (3)
씻는 3.1 (1)
아기 4.3 (1)
아기가 1.2 (1), 1.3 (1), 2.1 (2), 2.2 (5), 

4.2 (1), 4.3 (1)
아기는 1.3 (1), 3.3 (1)
아기였어요 4.3 (1)
아기의 1.4 (1)
아기하고 1.4 (1)
아내 2.5 (1), 3.1 (1), 4.2 (1), 4.3 (1)
아내가 1.1 (1), 3.1 (1), 4.4 (1)
아내는 4.2 (1), 4.4 (1)
아내라고 3.1 (1)

아내를 2.2 (1)
아내하고 3.1 (1), 4.3 (1)
아니라 3.4 (4)
아니면 2.1 (2), 3.4 (2)
아니에요 1.1 (1), 2.1 (1), 2.2 (1), 2.3 (1), 

2.5 (1), 3.1 (2), 3.2 (3), 3.5 (1), 
4.2 (1), 4.4 (1), 4.5 (1)

아니요 1.1 (7), 1.2 (3), 1.3 (1), 1.4 (1), 
1.5 (4), 2.1 (4), 2.2 (1), 2.3 (1), 
2.4 (1), 2.5 (2), 3.1 (9), 3.2 (7), 
3.3 (2), 3.5 (3), 4.1 (3), 4.3 (6), 
4.4 (5), 4.5 (2)

아들 3.3 (1), 3.5 (1), 4.4 (1)
아들은 1.1 (1), 1.4 (1), 4.4 (1)
아들의 1.1 (1)
아들이 3.4 (1)
아들이에요 2.2 (1)
아들하고 1.1 (1), 4.4 (1)
아랍어 4.2 (1)
아마 2.1 (4), 2.2 (1), 2.5 (1), 3.1 (2)
아무것도 2.1 (8), 3.5 (1)
아무도 2.1 (6), 3.1 (1), 4.1 (1), 4.4 (2)
아버지 3.3 (1)
아버지가 1.1 (1), 2.2 (1)
아버지는 4.2 (1)
아버지를 1.1 (1)
아버지이기도 4.2 (1)
아버지처럼 1.1 (1)
아버지하고 2.2 (1), 3.4 (1)
아빠가 2.4 (1)
아빠는 3.2 (1)
아빠를 3.1 (1)
아세요 2.1 (7), 3.1 (7), 3.5 (1), 4.5 (1)
아셨어요 4.2 (2), 4.4 (1)
아시아 2.2 (2)
아시아에 2.2 (1), 2.4 (1), 4.1 (2)
아시아에서 2.2 (2)
아시아예요 2.2 (1)
아시아의 2.2 (3)
아시아하고 2.4 (1)
아이 1.1 (1)
아이가 1.1 (2), 1.5 (1)
아이는 4.1 (1)
아이들은 1.4 (1), 2.1 (3), 2.2 (2), 3.1 (3), 

3.3 (1), 4.2 (1), 4.3 (2)
아이들이 1.1 (1), 1.2 (1), 2.1 (1), 2.4 (1), 

3.2 (1), 3.4 (1), 4.1 (1), 4.3 (3), 
4.4 (2)

아이들이에요 2.4 (2)
아이의 1.1 (1)
아이한테 4.1 (1)
아주 2.4 (1), 2.5 (1), 3.1 (4), 3.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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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 3.4 (1), 4.2 (1), 4.3 (3), 
4.4 (5), 4.5 (2)

아침에 1.3 (2), 1.4 (1), 4.2 (2), 4.3 (2)
아침을 1.4 (1), 3.1 (1)
아파요 1.4 (19), 2.4 (1), 4.3 (1)
아프리카 2.2 (2), 2.3 (6), 4.3 (4)
아프리카에 2.2 (1), 2.3 (1), 2.4 (1)
아프리카에서 2.2 (1)
아프리카예요 2.2 (1)
아프리카의 2.2 (2)
아홉 4.3 (1)
악기 1.3 (1)
악기도 4.2 (1)
악기들은 2.3 (2)
안 1.1 (16), 1.2 (1), 1.3 (9), 1.4 (1), 

1.5 (2), 2.1 (5), 2.2 (2), 2.4 (11), 
2.5 (1), 3.1 (16), 3.2 (11), 
3.4 (4), 3.5 (3), 4.1 (2), 4.2 (1), 
4.3 (2), 4.4 (7)

안경을 3.4 (2)
안녕하세요 1.4 (2), 2.5 (2), 3.5 (2), 4.4 (1), 

4.5 (2)
안녕히 1.4 (2), 3.5 (2)
안아줘요 1.1 (2)
안에 1.1 (2), 1.2 (4), 1.3 (2), 2.1 (3), 

3.4 (1)
안에서 1.3 (2), 2.5 (1)
안의 1.2 (2)
앉아 1.1 (1), 1.2 (2), 2.1 (2), 2.4 (2), 

3.2 (1), 4.4 (1)
앉아요 4.1 (1)
앉을까요 4.3 (1)
알렉스 4.3 (1)
알렉스예요 4.3 (1)
알아요 2.1 (6), 3.1 (3), 3.5 (1)
앞에 4.1 (1)
앞을 1.2 (1)
앤드류 3.1 (1)
야채 3.4 (1)
야채를 2.2 (1), 3.1 (3), 3.2 (2), 3.3 (1)
야채만 3.2 (1)
약 1.4 (2)
약을 1.4 (5), 2.3 (2), 3.1 (1)
양 2.4 (2)
양말 4.3 (1)
양말이에요 4.2 (1)
양을 2.4 (1), 3.3 (1)
얘기하고 1.3 (1)
얘기하는 4.2 (1)
얘기하세요 3.2 (1)
얘기해요 1.3 (1), 2.1 (2), 4.1 (2)
어느 4.2 (1)

어디에 1.2 (1), 2.1 (4), 2.3 (3), 3.1 (2), 
4.1 (1), 4.3 (3), 4.4 (1)

어디에서 1.3 (1), 2.3 (4), 3.1 (1), 3.2 (1), 
3.5 (1), 4.3 (1)

어떤 1.3 (1), 2.1 (4), 2.3 (2), 2.4 (2), 
3.3 (2), 4.1 (1), 4.2 (4)

어떻게 1.4 (10), 1.5 (1), 2.1 (2), 2.5 (1), 
3.1 (2), 3.2 (1), 3.4 (1), 3.5 (2), 
4.1 (2), 4.3 (10), 4.4 (1)

어려워서 1.1 (1)
어려워요 1.1 (13), 1.3 (1)
어른들이 4.1 (1)
어릴 4.2 (1), 4.3 (1)
어머니가 1.2 (1), 3.4 (1), 4.2 (1)
어머니는 4.2 (1)
어머니들이 2.1 (1)
어머니예요 4.2 (1)
어머니의 3.3 (1)
어머니이기도 4.2 (1)
어머니하고 1.1 (1), 1.2 (1), 2.3 (1)
어서 2.2 (1), 2.5 (1), 4.4 (1)
어제 1.1 (1), 2.2 (1), 4.2 (1)
어제가 4.1 (1), 4.2 (1)
어제는 1.1 (1)
어젯밤 2.2 (1)
어젯밤에 1.4 (1), 2.2 (1)
언니가 2.1 (1)
언어도 4.2 (1)
언어로 4.2 (3)
언어를 4.2 (1), 4.5 (2)
언어예요 4.2 (2)
언제 1.3 (2), 2.2 (1), 2.5 (2), 3.1 (3), 

4.2 (3), 4.3 (1), 4.4 (3), 4.5 (1)
언제부터 4.3 (2)
언젠가 1.1 (4), 1.3 (1), 4.1 (1), 4.3 (1)
얼굴처럼 1.1 (1)
얼마 2.1 (1)
얼마나 2.2 (4), 2.5 (1), 3.3 (17), 3.4 (2)
얼마였어요 3.3 (1)
얼마예요 3.2 (1), 3.3 (2), 4.3 (1), 4.5 (1)
얼마인지 2.1 (1)
얼음 2.3 (2)
얼음으로 2.3 (1)
얼음을 2.4 (1)
얼음이 2.3 (1)
엄마가 1.4 (1), 3.1 (2), 3.4 (2)
엄마는 3.2 (1)
엄마를 3.1 (1)
없다고 3.1 (1)
없어요 2.1 (8), 2.3 (1), 3.1 (2), 3.2 (5), 

3.5 (1), 4.3 (3), 4.4 (2)
에밀리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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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만 3.2 (1)
엔으로 3.2 (2)
엔은 3.2 (1)
엔을 3.2 (2)
엔이었어요 3.2 (1)
엔이에요 3.2 (1)
여권 1.1 (1)
여권이 4.4 (1)
여기 1.1 (1), 1.5 (1), 2.1 (2), 2.5 (2), 

3.1 (1), 3.2 (4), 3.3 (1), 3.4 (2), 
4.4 (2)

여기가 1.3 (1), 3.1 (2)
여기는 1.3 (7), 4.2 (1), 4.3 (2)
여기에 1.5 (1), 2.1 (1), 2.2 (1), 2.3 (2), 

3.1 (1), 4.1 (3), 4.3 (2), 4.4 (1), 
4.5 (4)

여기에서 1.3 (3), 2.4 (2), 3.1 (3), 3.2 (2), 
4.3 (2)

여기에서는 1.1 (4)
여덟 4.2 (1), 4.3 (1)
여동생이 4.3 (1)
여러분 2.4 (1), 2.5 (1)
여러분이 3.1 (2), 4.3 (1)
여름에 1.3 (1), 3.2 (1)
여름이 2.1 (2)
여섯 1.3 (1), 1.4 (1), 4.4 (1)
여왕 4.1 (3)
여왕에 4.1 (1)
여왕이 4.1 (2)
여왕이었어요 4.3 (2)
여왕이에요 4.1 (1)
여자 2.3 (2)
여자가 1.1 (8), 1.2 (9), 1.3 (4), 1.4 (2), 

2.1 (3), 2.2 (6), 3.1 (3), 3.2 (1), 
3.3 (6), 3.4 (11), 4.1 (6), 4.2 (1), 
4.3 (3), 4.4 (3)

여자는 1.3 (3), 1.4 (2), 2.1 (5), 2.2 (4), 
3.1 (6), 3.2 (1), 4.2 (3), 4.3 (2)

여자들은 2.4 (1), 4.2 (2)
여자들이 1.1 (3), 3.2 (1), 4.1 (1), 4.3 (1), 

4.4 (3)
여자보다 1.3 (1)
여자아이 1.1 (1), 1.3 (1)
여자아이가 1.1 (6), 1.2 (2), 1.3 (1), 1.4 (5), 

2.1 (5), 2.2 (1), 2.3 (2), 3.1 (1), 
3.2 (1), 3.3 (3), 3.4 (4), 4.3 (3)

여자아이는 1.4 (3), 3.2 (2), 4.3 (2)
여자아이들이 1.1 (1), 1.3 (1)
여자아이예요 4.1 (1)
여자아이의 1.4 (1), 3.3 (1), 4.2 (1)
여자아이하고 2.3 (1)
여자아이한테 2.1 (1), 3.1 (1)

여자예요 4.1 (1)
여자의 1.4 (2), 2.3 (1), 3.1 (2), 4.3 (1)
여자처럼 1.1 (1)
여자친구 3.1 (2)
여자친구가 3.1 (2), 3.3 (1), 4.2 (1)
여자친구는 3.1 (1), 3.2 (1)
여자친구들은 3.1 (1)
여자친구예요 3.1 (1)
여자친구의 4.4 (1)
여자친구하고 3.1 (2)
여행가방도 4.4 (1)
여행가방에 3.2 (3)
여행가방은 1.1 (1), 3.3 (1)
여행가방을 4.4 (1)
여행가방이 2.3 (1), 3.2 (1)
역사가 3.1 (1)
역사에 2.2 (1)
연습 1.5 (1)
연습을 1.3 (12), 3.1 (1)
연습하기에 1.3 (2)
연습하는 3.1 (1)
연습하면 3.1 (1)
연습하세요 1.3 (4)
연습할 4.3 (1)
연습할까요 1.3 (1)
연습해요 1.3 (5), 1.5 (1)
연습했어요 4.3 (2)
연주하는 2.1 (3)
연주하세요 4.2 (1)
연주하시네요 4.2 (1)
연주한다고 3.1 (1)
연주할 4.4 (1)
연주해요 2.4 (1), 4.2 (1), 4.4 (1)
연필 3.4 (3)
연필을 3.4 (1)
연필하고 3.4 (1)
열 3.1 (1), 3.3 (1)
열대우림에 2.3 (1), 2.4 (1), 3.2 (2)
열대우림에서 2.3 (3)
열대우림이 2.3 (1)
열두 4.3 (1)
열쇠가 2.1 (1), 2.4 (1), 3.5 (4)
열쇠를 4.3 (2)
열쇠예요 3.5 (1)
열어주는 3.2 (1)
열여덟 4.4 (1)
열한 1.3 (1), 2.2 (1)
영국 4.1 (3)
영국에 2.3 (1), 4.2 (1), 4.3 (1)
영국은 2.3 (1)
영국이 2.3 (1)
영어 3.2 (1), 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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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하고 4.2 (1)
영화 4.3 (1), 4.4 (1)
영화관에서 1.1 (1)
영화는 3.1 (2)
영화를 2.2 (1), 3.4 (1), 4.1 (1), 4.2 (1), 

4.3 (1)
영화예요 2.2 (1)
옆에 1.1 (2), 1.2 (3), 3.2 (1), 3.3 (1)
예뻐요 2.4 (7), 2.5 (1), 4.3 (1), 4.4 (2)
예뻤어요 4.5 (1)
예쁘고 2.4 (1)
예쁘지만 2.4 (1)
예쁜 4.4 (1)
예약해요 4.1 (1)
예약했어요 3.1 (1)
예의가 3.2 (3)
예의예요 3.2 (4)
오 1.4 (1), 2.2 (1), 3.2 (2), 3.3 (2), 

3.4 (1), 4.4 (1)
오는 3.1 (1), 3.2 (1), 4.3 (2)
오는지 2.1 (3)
오늘 1.2 (1), 1.3 (1), 1.5 (2), 2.1 (2), 

2.2 (1), 3.1 (7), 3.4 (1), 4.1 (4), 
4.2 (2), 4.3 (4), 4.4 (5)

오늘은 1.5 (1), 4.4 (2)
오늘이 4.2 (1)
오래됐어요 2.2 (1)
오렌지 1.2 (2)
오렌지가 3.3 (1), 3.4 (1)
오렌지나무가 2.3 (1)
오렌지나무예요 2.3 (1)
오렌지는 3.4 (1)
오렌지를 1.1 (2), 3.3 (1)
오렌지만큼 3.3 (1)
오렌지의 3.3 (1)
오리 2.4 (1)
오리는 2.4 (3)
오리들이 2.4 (2)
오면 3.1 (1), 3.2 (1)
오백 2.2 (1), 3.2 (1)
오븐에 3.4 (6)
오빠가 4.2 (1)
오빠만큼 3.3 (1)
오세요 1.5 (1), 2.2 (1), 2.5 (1), 4.3 (1), 

4.4 (1)
오셨어요 4.1 (4), 4.3 (1), 4.4 (1), 4.5 (1)
오십 2.2 (1), 3.1 (2), 3.3 (1)
오십오 3.4 (1)
오십이 2.2 (1)
오오오에 4.2 (1), 4.3 (1)
오후 4.3 (1)
오후에 1.2 (1), 4.3 (1), 4.4 (1)

온 2.1 (1)
온다면 3.2 (1)
온도계가 3.4 (1)
온도계를 3.4 (1)
올 1.4 (1), 2.2 (2), 2.5 (1), 3.1 (2)
올게요 1.5 (1)
올라 3.4 (1)
올라가기 1.1 (2)
올라가요 1.1 (8), 1.4 (1), 4.1 (1)
올라가지 1.1 (1)
올라갈 1.4 (1), 2.1 (1)
올라갔어요 1.1 (1), 1.4 (1)
올해 3.1 (1), 4.4 (2)
옷 4.1 (3)
옷을 2.1 (5), 3.1 (1), 3.2 (1)
옷이 2.1 (1), 2.4 (1), 3.1 (2)
와서 3.1 (1)
와요 1.4 (1), 1.5 (2), 2.1 (1)
왔어요 1.3 (1), 1.4 (1), 2.2 (1), 3.2 (4), 

4.1 (5), 4.3 (1), 4.4 (6), 4.5 (2)
왔으면 2.2 (1)
왕 4.1 (2)
왕을 4.1 (1)
왕의 4.5 (3)
왕이 4.1 (4)
왜 1.1 (6), 1.3 (1), 1.4 (7), 1.5 (1), 

2.1 (2), 3.1 (3), 3.3 (1), 4.4 (5)
왜요 2.1 (2), 4.2 (2)
요리를 3.1 (2)
요리책이 4.2 (1)
요리해요 3.4 (1), 4.1 (1)
요한 3.5 (1)
요한이에요 3.5 (1)
욕실에 3.4 (1)
욕실을 1.2 (1)
욕조가 1.2 (1)
욕조를 1.2 (2)
욕조에 1.2 (1)
우리 2.1 (1), 3.1 (2), 4.4 (6)
우리가 2.1 (1), 3.1 (6), 4.3 (1)
우리는 1.3 (2), 2.2 (1), 2.3 (1), 3.4 (1), 

4.3 (2)
우산을 4.3 (1)
우산이 3.2 (2)
우유 1.2 (1), 3.4 (3)
우유가 1.2 (1)
우유를 3.3 (1)
우유의 3.3 (1)
우유하고 1.4 (1)
운동 1.3 (1)
운동을 1.3 (9), 3.1 (1), 3.2 (1), 4.2 (1)
운동이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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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할 1.3 (2)
운전됐어요 4.2 (1)
운전을 2.2 (1), 2.3 (1), 4.3 (2)
운전하기 1.1 (1)
운전할 1.4 (1)
원숭이 2.4 (1)
원숭이가 2.4 (1)
원숭이는 2.4 (2)
원으로 3.2 (2)
원피스가 1.1 (2), 2.1 (2), 3.3 (1)
원피스를 2.1 (2), 3.2 (1)
월요일 1.3 (1)
위로 1.1 (7)
위를 2.4 (1)
위에 1.1 (1), 1.2 (3), 1.3 (1), 1.4 (3), 

2.1 (5), 3.3 (1), 3.4 (2), 4.1 (1)
위의 1.2 (1), 2.1 (1)
위험하다고 2.4 (3)
위험해요 2.4 (15), 3.1 (2), 3.5 (2)
윌 2.5 (1)
윌러 앤 선스라는 4.2 (1)
유대교 4.4 (4)
유대교는 4.4 (1)
유대인 4.4 (1)
유럽 2.2 (2)
유럽에 2.3 (1), 4.1 (1)
유럽에서 2.2 (1)
유럽은 2.3 (1)
유럽의 2.2 (3)
유럽이에요 2.2 (1)
유로는 3.2 (1)
유로를 3.2 (5)
유로만 3.2 (1)
유로에 4.5 (1)
유로예요 3.2 (1), 4.5 (1)
유명한 1.3 (1), 3.1 (1)
육백 3.4 (1)
육십 3.3 (1)
육십오 3.3 (1)
은행 3.2 (1)
은행에서 3.2 (1)
음식도 4.4 (2)
음식은 4.1 (1)
음식을 4.1 (12), 4.3 (2)
음식이 4.1 (1)
음악가가 2.1 (2)
음악가들은 4.4 (1)
음악가예요 4.2 (3)
음악을 2.2 (1), 3.4 (1), 4.4 (1)
의견이 4.2 (10)
의사 1.4 (2)
의사가 2.3 (2), 3.4 (2)

의사한테 1.4 (1)
의자가 2.1 (1), 4.3 (1)
의자를 1.2 (1)
이 1.1 (11), 1.3 (6), 1.4 (3), 

2.1 (6), 2.2 (20), 2.3 (31), 
2.4 (30), 2.5 (3), 3.1 (20), 
3.2 (5), 3.3 (33), 3.4 (6), 3.5 (4), 
4.1 (10), 4.2 (30), 4.3 (8), 
4.4 (9)

이거 2.3 (2), 3.2 (1), 3.4 (2), 4.3 (1)
이거보다 2.4 (1)
이거요 2.4 (1)
이건 1.1 (8), 2.2 (3), 2.3 (8), 4.1 (4), 

4.2 (1), 4.4 (6), 4.5 (2)
이걸 1.4 (3), 2.2 (1), 2.4 (2), 3.1 (2), 

3.4 (3), 4.1 (1), 4.2 (1), 4.3 (2)
이게 1.1 (1), 1.4 (2), 2.1 (2), 2.2 (2), 

2.3 (4), 3.1 (2), 3.3 (8), 3.5 (1), 
4.2 (5)

이겨서 2.1 (2)
이겨서요 2.1 (1), 4.4 (1)
이겨요 2.1 (3)
이겼는지 4.1 (1)
이겼는지에 4.2 (1)
이겼어요 2.1 (8), 3.1 (1), 4.1 (3), 4.2 (1), 

4.3 (2), 4.5 (2)
이겼으면 2.2 (1), 4.1 (1)
이긴 2.1 (1), 4.4 (1)
이길 2.1 (1), 3.1 (4), 4.2 (2)
이렇게 3.2 (7)
이를 1.4 (1), 3.1 (2)
이름은 3.1 (2)
이름을 3.4 (1)
이메일을 4.1 (1)
이백팔십 4.3 (1)
이번 3.1 (3), 3.2 (1)
이분 2.3 (1)
이분은 2.2 (4)
이분이 1.1 (1), 3.2 (1)
이분한테 3.2 (1)
이사육팔이에요 4.3 (1)
이슬람 4.4 (1)
이슬람교 4.2 (2), 4.4 (1)
이슬람교는 4.4 (1)
이십 2.2 (2), 3.3 (3), 4.5 (1)
이십오 2.2 (1), 3.1 (2)
이집트 4.1 (4), 4.2 (1)
이집트가 2.3 (1)
이집트는 2.2 (1)
이집트에 4.2 (1)
이집트에서 4.2 (1)
이탈리아 4.1 (5), 4.3 (2),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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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2.2 (1), 2.3 (1)
이탈리아어 4.5 (1)
이탈리아하고 4.1 (1)
이해 4.2 (1)
이해하세요 4.2 (1)
이해해요 4.2 (1)
익었어요 3.4 (8)
익을 3.4 (1)
인도 4.1 (5), 4.3 (2), 4.4 (3)
인도는 4.1 (1)
인도양 2.3 (1)
인도양은 2.3 (1)
인도양이 2.3 (1)
인도양이에요 2.3 (1)
인도에 4.1 (2), 4.4 (2)
인도에서 4.3 (1)
인터넷에서 4.1 (5)
일 1.4 (1), 2.2 (3), 3.3 (7), 3.4 (1), 

4.3 (1), 4.4 (1)
일곱 2.2 (1), 4.2 (1)
일본 2.3 (1), 4.1 (3), 4.4 (2)
일본에 3.2 (1)
일본에서 4.3 (1), 4.4 (1)
일본은 4.1 (1)
일본을 4.4 (1)
일을 1.3 (1), 2.1 (2), 3.1 (1), 3.3 (1), 

4.2 (6), 4.4 (1)
일이삼사예요 4.2 (1)
일이에요 3.3 (2)
일주일 2.2 (1), 2.3 (1)
일주일에 1.4 (2)
일찍 1.3 (1), 3.1 (1)
읽기 1.1 (1)
읽는 3.4 (1)
읽어요 1.1 (1), 1.3 (1), 4.1 (6), 4.4 (4)
읽었어요 1.1 (2), 2.2 (1), 3.1 (4), 4.4 (1)
읽으면 3.2 (1)
읽으셨어요 3.1 (1), 4.1 (2)
잃어서 2.2 (1)
입 1.4 (2), 3.4 (1)
입어야 1.4 (1)
입어요 1.3 (2)
입었어요 1.3 (2), 2.1 (2), 4.4 (1)
입은 2.1 (5)
입을 2.1 (1), 3.4 (1)
입이 1.4 (1)
입이에요 1.4 (1)
있고 1.2 (3)
있는 2.1 (8), 2.2 (7), 3.2 (3), 4.2 (1)
있는지 2.1 (7), 3.1 (1), 4.3 (1)
있다고 2.3 (3), 3.1 (4)
있다면 3.2 (9)

있어서 3.1 (1), 3.2 (1), 4.3 (1)
있어서요 1.3 (1), 3.1 (2)
있어요 1.1 (15), 1.2 (31), 1.3 (6), 

1.4 (10), 1.5 (3), 2.1 (10), 
2.2 (1), 2.3 (34), 2.4 (8), 
2.5 (3), 3.1 (3), 3.2 (24), 3.3 (5), 
3.4 (15), 3.5 (2), 4.1 (11), 
4.2 (4), 4.3 (12), 4.4 (4), 4.5 (1)

있으면 2.4 (2), 3.2 (1)
있으세요 1.1 (1), 1.4 (4), 3.5 (1), 4.3 (1)
있을 2.3 (1), 2.4 (1), 2.5 (1), 3.1 (3), 

3.2 (7)
잊어버렸어요 4.3 (13)
잊지 4.3 (1)
자는 2.1 (2)
자라요 2.3 (10)
자란다고 2.3 (1)
자랄 3.2 (1)
자로 3.4 (1)
자르고 3.3 (2)
자르는 3.4 (1)
자르셨어요 3.3 (1)
자를 3.3 (1), 3.4 (4)
자리가 2.4 (2)
자요 4.4 (1)
자전거가 4.3 (2)
자전거는 1.1 (1)
자전거를 1.1 (4), 1.4 (3), 3.2 (1), 3.3 (1), 

3.4 (1), 4.3 (2)
자전거에서 2.2 (1)
작년에 4.2 (1), 4.3 (1), 4.4 (1)
작동 1.1 (8)
작동해요 1.1 (6)
작아요 2.1 (1)
작은 2.3 (1), 3.4 (1)
잔다고 3.1 (1)
잘 2.1 (2), 2.2 (1), 2.4 (1), 3.1 (2), 

3.2 (1), 3.5 (2), 4.2 (1), 4.4 (1)
잘라요 3.3 (2), 3.4 (1)
잘랐어요 3.3 (4), 3.4 (1)
잘하네요 3.5 (1)
잘하는 2.1 (1)
잘하시네요 3.2 (1), 4.5 (1)
잘하지만 2.1 (1)
잘한다고 3.1 (1)
잘할 3.1 (1)
잡아요 1.1 (2)
잡았어요 1.1 (3), 2.2 (1), 4.2 (2)
잡았으면 2.2 (1)
잡으면 3.1 (1)
잡을 1.1 (1)
잡지를 4.1 (3),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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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에서 4.1 (2)
잡혔어요 4.2 (1)
장난감 4.1 (1)
장난감들을 3.2 (1)
장난감은 2.3 (1)
장난감을 1.1 (2), 3.3 (1)
장난감이 1.1 (1), 2.2 (1)
장난감이었으면 2.2 (2)
장난감이에요 2.2 (1)
장례식에 2.2 (1)
장례식이에요 2.2 (5)
재는 3.4 (4)
재미있고 3.1 (1)
재미있는 4.1 (1), 4.4 (1)
재미있다고 3.1 (5), 3.5 (2)
재미있어요 3.1 (3), 4.3 (2)
재미있었어요 3.1 (2)
재세요 3.3 (1), 3.4 (2)
재요 3.3 (2), 3.4 (3)
재주세요 3.3 (4)
저 1.1 (7), 2.3 (2), 2.4 (5), 2.5 (2), 

3.1 (6), 3.2 (2), 3.3 (1), 4.2 (4)
저게 2.3 (1), 4.2 (1)
저기 3.2 (1)
저기로 3.1 (1)
저기에 2.3 (1)
저녁 1.4 (1), 4.2 (1), 4.4 (1)
저녁에 3.1 (1), 4.1 (1)
저녁으로 3.4 (1)
저녁을 4.3 (3), 4.4 (1)
저는 1.1 (7), 1.2 (15), 1.3 (12), 

1.4 (9), 2.1 (15), 2.2 (8), 2.3 (5), 
2.4 (2), 2.5 (2), 3.1 (17), 
3.2 (16), 3.3 (3), 3.4 (14), 
3.5 (2), 4.1 (6), 4.2 (11), 
4.3 (12), 4.4 (8)

저도 4.2 (1)
저를 4.3 (1)
저분 2.3 (2), 2.4 (1)
저분들 2.4 (6)
저분의 2.1 (1), 2.3 (2)
저분이 2.1 (4), 2.3 (1), 2.4 (1)
저울에 3.4 (1)
저울이 3.4 (1)
저하고 4.3 (1)
저한테 1.3 (1), 2.1 (1), 3.1 (1)
저희 1.1 (4), 1.4 (1), 2.2 (8), 2.3 (3), 

2.4 (7), 2.5 (6), 3.1 (2), 3.2 (3), 
3.3 (3), 3.4 (1), 3.5 (1), 4.2 (7), 
4.3 (3), 4.4 (2)

저희가 2.1 (1), 2.3 (1), 4.3 (1)
저희는 1.1 (1), 1.2 (2), 1.3 (6), 1.5 (1), 

2.1 (5), 2.2 (5), 3.1 (2), 3.2 (1), 
3.4 (3), 4.1 (1), 4.3 (3), 4.4 (1), 
4.5 (2)

저희를 2.1 (1)
저희하고 2.5 (1)
적 4.3 (8)
적당해요 3.1 (11)
적어도 3.3 (7)
전에 1.3 (1), 2.2 (12), 2.5 (3), 3.1 (6), 

4.1 (1), 4.2 (1)
전체 3.3 (1)
전체를 3.3 (2)
전체예요 3.3 (3)
전혀 1.3 (5), 3.1 (7), 3.2 (1)
전화번호가 1.4 (1), 3.1 (2)
전화번호는 4.2 (1)
전화번호를 4.3 (1)
전화하는 3.2 (2), 4.2 (1)
전화할게요 4.3 (2)
전화해야 1.4 (1)
전화해야겠어요 4.2 (1)
전화했어요 4.3 (2)
점심 2.5 (1), 4.3 (1)
점심도 4.4 (1)
점심으로 3.4 (1)
점심을 1.1 (1), 3.1 (1), 3.2 (1)
접시가 3.3 (1)
접시는 1.2 (1), 3.3 (2)
접시들은 3.1 (2)
정말이요 4.2 (8), 4.3 (1), 4.4 (2), 4.5 (1)
정원 1.1 (2)
정원에 3.4 (1)
정원에서 1.1 (3)
정원이 1.1 (2)
정장을 3.4 (1), 4.4 (1)
정장처럼 1.1 (1)
젖어 1.4 (1)
제 1.1 (2), 1.4 (7), 2.1 (3), 2.2 (2), 

2.3 (5), 2.4 (7), 3.1 (18), 
3.2 (11), 3.3 (8), 3.4 (4), 3.5 (1), 
4.3 (3), 4.4 (2)

제가 1.2 (3), 1.3 (1), 2.1 (1), 2.3 (2), 
3.1 (3), 3.2 (1), 4.1 (1), 4.2 (2), 
4.3 (1), 4.4 (1), 4.5 (1)

제니퍼 3.1 (1), 4.3 (1)
제니퍼예요 4.3 (1)
제리 4.2 (1)
제인 4.2 (1)
제일 3.4 (1), 4.2 (3), 4.4 (1)
제임스예요 3.1 (1)
져서 2.1 (1)
져요 2.1 (3)



66

졌는지 2.1 (1)
졌어요 2.1 (3), 2.2 (1), 3.1 (1), 4.1 (1)
조각 3.3 (2)
조각보다 3.3 (2)
조각상 4.1 (1)
조각상들은 4.2 (2)
조각상은 2.3 (1), 2.4 (2), 3.2 (1), 4.2 (1)
조각상이 3.1 (1), 3.2 (1)
조각상이에요 4.1 (2), 4.4 (2)
조각을 3.3 (2)
조각이 3.3 (2)
조각이에요 3.3 (2)
조금 3.1 (1), 3.2 (7), 4.2 (1), 4.5 (1)
조리대 1.2 (4), 2.1 (1)
조리대를 1.2 (1)
조리대에 2.1 (1)
조심하세요 1.4 (9), 2.4 (1), 3.4 (1)
조엘은 4.4 (1)
존 1.4 (1), 2.1 (1), 3.1 (2)
존이에요 3.1 (1)
좀 1.2 (3), 1.5 (1), 2.3 (2), 2.4 (1), 

3.3 (6), 3.4 (1)
종류예요 3.2 (3)
종류의 3.3 (1), 4.1 (1)
종업원이 3.3 (1)
종이 3.4 (3)
종이가 3.4 (1)
종이들은 3.1 (1)
종이들이 3.1 (1)
종이로 2.3 (1)
종이를 3.3 (1), 3.4 (2)
좋겠어요 2.2 (9), 2.4 (5), 4.1 (1)
좋다고 2.3 (1), 4.2 (2)
좋아서요 1.1 (1)
좋아요 1.1 (2), 1.2 (1), 2.1 (1), 2.3 (2), 

2.4 (2), 3.3 (1), 3.4 (1), 4.1 (1), 
4.3 (4), 4.4 (5)

좋아하세요 4.1 (1)
좋아해서요 1.1 (1), 2.1 (1)
좋아해요 3.1 (3), 3.2 (1), 3.4 (3), 4.1 (2)
좋았어요 4.3 (1), 4.4 (7)
좋으세요 1.1 (2), 2.1 (2)
좋은 1.3 (5), 2.4 (3), 3.1 (2), 4.2 (1)
좋은지에 4.2 (1)
좋지만 2.1 (1)
죄송합니다 2.3 (2), 3.2 (1), 3.4 (1), 4.3 (3)
주 2.2 (1), 2.4 (1)
주면 3.2 (1)
주방 2.2 (1)
주방을 1.2 (2)
주세요 3.2 (3), 3.3 (6), 3.4 (3), 4.3 (2), 

4.5 (1)

주소를 4.3 (1)
주스 1.2 (1)
주스가 1.2 (1), 3.3 (1), 3.4 (1)
주실 3.2 (1)
주에 3.1 (1)
주황색이에요 2.1 (1)
준비가 4.4 (26), 4.5 (4)
줄까요 3.3 (2)
줄리아 3.1 (1)
줄리아를 3.1 (1)
줄리아예요 2.5 (1)
중국 2.3 (1), 4.1 (6), 4.2 (1), 4.3 (1)
중국어 2.1 (1), 3.1 (1), 3.2 (1)
중국어로 4.2 (1)
중국어를 3.1 (2), 4.5 (1)
중국에 3.1 (1), 4.3 (1)
중국은 2.2 (1), 2.3 (1)
중에 4.4 (6)
중요하고 3.1 (1)
중요하다고 3.1 (1)
중요하다는 3.1 (2)
중요한 4.1 (1)
중요해요 3.1 (13)
줘요 3.3 (1)
지 2.2 (13), 2.5 (2), 3.1 (1), 4.3 (2)
지금 1.2 (2), 1.4 (2), 2.1 (2), 2.5 (1), 

3.1 (2), 3.2 (1), 4.1 (1), 4.4 (2)
지금은 1.1 (1), 2.1 (1), 2.2 (3), 2.4 (1), 

3.2 (2), 3.4 (1), 4.1 (3), 4.2 (1)
지난 4.2 (1)
지난달에 2.2 (1), 3.1 (1), 4.1 (1)
지난주 4.2 (1)
지난주에 2.2 (1), 4.3 (1), 4.4 (1)
지내세요 3.5 (1)
지내셨어요 4.4 (1)
지내요 3.5 (2)
지냈어요 4.4 (1)
지도를 2.3 (1), 3.4 (1)
지루하다고 3.1 (5)
지루할 3.2 (1)
지루해요 3.1 (3), 3.2 (1)
지어요 2.2 (5), 4.2 (1), 4.4 (1)
지어졌어요 4.2 (4)
지었어요 2.2 (2), 2.3 (1)
지연됐다고 2.3 (1)
지연됐어요 4.3 (1)
지으면 2.2 (1)
지으셨어요 2.5 (1)
지은 2.5 (2)
지을 2.2 (1)
지하철에 4.3 (1)
직장에 2.2 (1), 2.5 (1),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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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1 (1)
질 3.1 (2)
질문에 4.1 (1)
집 1.1 (1)
집에 1.3 (1), 2.1 (2), 2.5 (1), 3.1 (1)
집에서 4.3 (1)
집은 4.2 (1)
집을 2.1 (1), 2.2 (3), 2.5 (3), 3.1 (1), 

4.2 (1), 4.4 (1)
집의 2.1 (1)
집이 2.3 (1), 2.5 (1), 3.3 (1), 3.5 (2)
집이에요 2.3 (2)
짓기 2.2 (3)
찍어드릴까요 4.3 (1)
찍어요 1.3 (3)
찍었어요 2.3 (2), 4.2 (3)
찍으면 2.4 (3)
찍으셨어요 2.3 (2), 4.2 (1)
찍은 4.5 (1)
찍혔어요 4.2 (4)
차 1.1 (1), 1.2 (6), 1.3 (1), 2.4 (1), 

3.2 (1), 4.1 (2)
차가 1.4 (1), 2.1 (3), 2.4 (1), 2.5 (3), 

3.1 (1), 3.2 (1), 3.4 (1), 4.2 (1), 
4.3 (2)

차가운 3.4 (2)
차가워요 3.4 (2)
차는 1.1 (1), 4.2 (1)
차들은 2.3 (1)
차를 1.2 (1), 1.3 (1), 1.4 (1), 2.5 (2), 

4.2 (1)
차에 3.4 (2)
차예요 2.5 (2)
차처럼 1.1 (1)
찬 2.3 (1)
찻잔은 1.2 (1)
찻잔이 2.5 (2)
창문을 1.2 (1), 3.4 (1)
창문의 3.4 (1)
창문이 1.2 (1), 2.1 (2)
찾아야 1.3 (2), 3.2 (1)
찾아요 1.3 (5), 2.1 (2), 3.4 (1)
찾았어요 1.3 (2), 2.2 (1), 3.5 (2)
찾았으면 2.2 (1)
찾으세요 3.3 (1)
찾을 2.4 (1), 3.1 (2)
책 3.2 (1)
책은 3.1 (4), 4.2 (3)
책을 1.1 (1), 2.2 (1), 2.4 (1), 3.1 (3), 

3.2 (2), 3.4 (2), 4.3 (3)
책이 2.2 (1), 3.1 (1), 3.2 (1), 3.3 (1), 

4.3 (2)

책이에요 2.2 (2), 4.2 (1)
천구백구십이 4.3 (1)
천구백구십팔 4.2 (1)
천구백오십 4.2 (1)
천구백오십이 4.3 (1)
천구백육십일 4.2 (1)
천구백이십 4.2 (1)
천구백이십삼 4.2 (1)
천구백이십이 2.2 (1)
천구백일 2.2 (1)
천구백칠십사 4.2 (1)
천구백칠십삼 4.5 (1)
천구백칠십오 4.3 (1), 4.4 (1)
천구백팔십삼 2.2 (1)
천구백팔십오 4.2 (1)
천구백팔십이 4.3 (1)
천이백오십 4.2 (1)
천이백팔십칠 4.2 (1)
천장에 1.2 (1)
천장을 1.2 (2)
천장이 1.2 (1)
천칠백구십구 4.2 (1)
천팔백이십 4.2 (1)
청바지 3.2 (1)
청소를 2.2 (1)
청소하면 3.1 (2)
청소하세요 1.2 (3), 1.5 (1)
청소할까요 1.5 (1)
청소해서 3.1 (1)
청소해야 3.2 (1), 4.3 (1)
청소해요 1.2 (5), 3.1 (1)
청소했어요 1.2 (1), 2.2 (1), 3.1 (1)
체온계가 3.4 (1)
체온계를 3.4 (1)
체온이 1.4 (8)
체중계 3.4 (2)
체중계가 3.4 (1)
쳐요 1.4 (1), 2.3 (1), 2.4 (4)
초콜릿은 1.3 (1)
초콜릿을 3.2 (1)
총리가 4.1 (5)
총리를 4.1 (1)
추고 4.4 (1)
추기 1.1 (1)
추는 2.1 (1), 3.1 (1)
추운 2.1 (1)
추워요 1.3 (3), 1.4 (1)
축구 1.3 (3), 2.2 (2), 4.1 (1)
축구를 1.1 (1), 1.3 (1), 3.1 (1), 4.1 (1), 

4.3 (1)
축구팀이 1.3 (1), 4.4 (1)
축구팀이에요 1.3 (1),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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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기에 1.3 (1)
축하하는 4.4 (6)
축하하러 4.5 (2)
축하해서요 4.4 (1)
축하해요 2.2 (6), 4.2 (3), 4.4 (14)
출 1.1 (1)
출발하는 2.1 (1), 2.3 (1)
출발할 2.3 (1)
출발해요 1.4 (3)
출발했어요 2.3 (1)
출장 4.4 (7)
춤을 1.1 (2), 1.4 (1), 2.1 (1), 3.1 (1), 

4.1 (1), 4.4 (2)
충분하면 3.1 (1)
충분한지 2.1 (1)
충분해요 2.1 (5), 2.5 (2), 3.2 (6), 3.3 (1), 

3.5 (2)
충분히 2.1 (2), 4.3 (1)
춰요 4.1 (1), 4.4 (1)
췄어요 1.4 (1)
치기에 3.1 (1)
치는 3.1 (1)
치는지 2.1 (2)
치마를 1.3 (2)
치세요 1.4 (1)
치우세요 1.2 (2)
치울 1.2 (1)
치워요 1.2 (4)
치웠어요 1.2 (3)
치즈 3.3 (3)
치즈가 3.3 (1)
치즈는 3.3 (2)
친 2.2 (1)
친구 2.3 (2), 3.1 (2), 3.3 (1), 4.4 (1)
친구가 2.1 (1), 2.2 (1)
친구들을 3.1 (1)
친구예요 2.1 (2), 4.3 (1)
친구의 1.5 (1)
칠 1.1 (1), 2.4 (1), 2.5 (1), 3.1 (1), 

3.2 (1)
칠십오 2.5 (2)
칠이라서 3.1 (1)
침대 1.1 (1), 2.1 (1)
침대에서 1.1 (2)
칫솔이 3.4 (1)
카메라가 1.1 (1)
카메라를 3.2 (2)
카페에서 3.1 (1)
카펫 1.2 (1), 2.1 (1)
카펫은 3.3 (1)
카펫을 1.2 (2)
카펫이 1.2 (1)

칼을 3.4 (1)
칼하고 3.2 (1)
캐서린이에요 2.5 (1)
캠핑하는 2.4 (2)
캠핑할 1.3 (1)
커요 2.4 (1), 3.2 (1), 3.3 (2)
커피가 2.1 (1), 3.4 (1)
커피를 1.3 (2), 1.4 (1), 4.3 (2)
컴퓨터가 1.1 (3), 4.2 (1), 4.3 (1)
컴퓨터는 1.1 (1), 3.3 (1)
컴퓨터를 1.1 (1), 2.3 (1), 3.2 (1),  

4.3 (3)
컵 1.2 (2)
컵들 2.3 (1)
컵들이 1.2 (1)
컵에 1.2 (1)
컵은 1.2 (1)
컵이 1.2 (4), 2.1 (2), 2.3 (1), 2.4 (2), 

4.3 (1)
케이크 3.3 (2)
케이크가 1.1 (1), 2.1 (1), 3.3 (1)
케이크는 4.2 (1)
케이크를 2.1 (1), 3.2 (1), 3.3 (1), 3.4 (3), 

4.2 (1), 4.3 (3)
케이크의 3.3 (1)
코 1.4 (2)
코가 1.4 (2)
코끼리 2.4 (2)
코끼리가 2.4 (1)
코끼리는 2.4 (1)
코끼리를 4.4 (1)
코를 1.4 (1)
코예요 1.4 (1)
코트가 3.1 (2)
코트를 1.4 (1)
콩보다 3.3 (1)
크기 3.3 (2)
크기가 3.1 (4), 3.3 (3), 3.4 (1)
큰 2.3 (3), 3.2 (2), 4.4 (1)
키 3.3 (1)
키가 3.3 (6)
킬로그램 3.3 (9)
킬로그램은 3.3 (2)
킬로그램이라고 3.3 (1)
킬로그램이에요 3.3 (2), 3.4 (1)
킬로미터예요 3.3 (1)
타고 4.3 (2)
타기 1.1 (2)
타기에 1.3 (1), 3.1 (1)
타는 2.4 (2), 3.1 (1)
타러 1.4 (1), 3.1 (1)
타면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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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야 3.2 (1)
타요 1.3 (1), 1.4 (3), 2.1 (2), 2.3 (1), 

2.4 (1), 3.1 (2)
탁자 1.1 (3), 1.3 (1), 1.4 (1), 2.1 (3), 

4.1 (1)
탁자는 3.3 (3)
탁자를 3.3 (1)
탁자에서 1.1 (1)
탁자예요 4.2 (1)
탁자의 3.1 (2)
탈 1.1 (3), 1.4 (2), 2.3 (1), 2.4 (1), 

3.1 (1), 3.3 (1), 4.4 (1)
탔어요 1.4 (1), 2.3 (1), 4.4 (1)
태어나기 2.2 (1)
태어나셨어요 2.2 (1)
태어날 2.2 (1)
태어났어요 2.2 (6), 2.5 (2), 4.2 (2), 4.3 (1)
태평양 2.3 (1)
태평양에서 2.3 (1)
태평양이에요 2.3 (1)
택시는 4.4 (1)
택시하고 4.4 (1)
테니스 1.3 (1), 1.4 (1)
테니스팀이 1.3 (1)
테이프 3.4 (2)
테이프를 3.4 (2)
테일러가 4.2 (1)
텐트 1.1 (1)
텔레비전도 4.2 (1)
텔레비전에 4.1 (3), 4.5 (2)
텔레비전에서 4.1 (4), 4.2 (1)
텔레비전은 3.1 (1)
텔레비전을 3.2 (1), 4.3 (1)
텔레비전이 1.1 (2)
텔레비전처럼 1.1 (1)
토마스 3.1 (1)
토마스예요 3.1 (1)
토마토 3.4 (1)
토마토가 3.4 (6)
토마토를 3.4 (2)
토요일 4.3 (1)
토요일에 4.3 (1)
톰 4.3 (1)
통화 3.2 (1)
통화의 3.2 (3)
투표 4.1 (1), 4.2 (1)
투표가 4.1 (1)
투표를 4.1 (2)
투표하는 4.3 (2)
투표하러 4.1 (1)
투표하실 4.2 (1)
투표할 4.1 (1), 4.2 (1)

투표할게요 4.3 (1)
투표할지에 4.2 (2)
투표해요 4.1 (4)
투표했어요 4.1 (1), 4.2 (1)
틀려요 3.1 (2)
틀렸어요 3.1 (2)
티셔츠가 1.1 (1)
팀에 1.3 (2)
팀이 2.1 (9), 2.2 (2), 3.1 (3), 4.2 (2), 

4.5 (2)
팀이에요 1.3 (1), 2.1 (1)
파란색 1.1 (1), 2.1 (8), 3.4 (1)
파란색을 1.3 (1)
파란색이에요 2.1 (1)
파리로 1.4 (1), 4.4 (1)
파리에 2.1 (3)
파리의 2.1 (1)
파세요 3.2 (2)
파스타 3.4 (4), 4.1 (1)
파스타를 3.4 (4), 4.2 (1)
파운드가 3.2 (1)
파이 3.3 (10)
파이가 3.3 (1)
파이는 3.3 (1)
파이를 3.3 (1), 3.4 (3)
파이만큼 3.3 (1)
파커 4.2 (2)
파티가 4.2 (1)
파티를 4.2 (1)
파티에 1.1 (2), 4.1 (1), 4.4 (2)
파티에서 2.1 (1)
팔 1.4 (2), 4.5 (1)
팔꿈치가 1.4 (1)
팔꿈치를 1.4 (3)
팔꿈치에 1.4 (1)
팔백 3.2 (1)
팔십 3.2 (2)
팔아요 1.2 (1), 3.2 (2)
팔에 1.4 (1)
팔을 1.4 (2), 2.1 (1)
팔이 1.4 (1)
팔이에요 1.4 (2)
펜을 3.2 (1)
펜이 2.1 (1), 3.3 (1)
펜치 3.4 (1)
펜치가 3.4 (2)
펜치를 3.4 (3), 4.3 (1)
펭귄 2.4 (2)
펭귄들이 2.4 (1)
펭귄은 2.4 (3)
펭귄이 2.4 (1)
편지를 1.1 (1), 1.3 (1), 3.1 (1),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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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가 2.1 (2), 3.2 (1)
포크만 3.2 (1)
표가 3.2 (1), 3.3 (2)
표지판은 4.2 (1)
풀 2.1 (1)
풀이 2.3 (1)
프랑스 2.3 (3), 4.1 (7), 4.2 (2), 4.3 (1)
프랑스까지 2.3 (1)
프랑스는 2.3 (1)
프랑스에 2.2 (1)
프랑스팀이 1.3 (1)
프랭크 4.3 (2)
피곤해서 4.4 (1)
피아노 1.3 (1), 3.1 (1)
피아노도 4.2 (1)
피아노를 2.1 (3), 3.1 (1)
피자 3.3 (6)
피자는 3.4 (1)
피자를 3.3 (6), 3.4 (3)
피자보다 3.3 (1)
피자에 3.4 (1)
피터를 3.1 (2)
필요하다고 2.3 (1)
필요하세요 1.5 (1), 3.3 (1), 3.4 (2)
필요해요 1.4 (3), 1.5 (1), 2.1 (7), 2.2 (1), 

3.2 (2), 3.3 (1), 3.4 (2)
하고 1.1 (1), 2.1 (1), 4.3 (1)
하기 1.1 (6), 1.3 (1), 3.1 (1)
하기에 1.3 (2), 3.1 (2)
하나만 3.2 (2)
하나에 4.5 (2)
하는 2.1 (2), 2.4 (1), 3.1 (3), 3.2 (1), 

4.2 (2)
하는지 4.3 (3)
하루만 3.4 (1)
하루에 1.4 (10), 2.3 (1)
하면 3.1 (1)
하세요 1.2 (3), 2.2 (1), 3.1 (1), 3.2 (2), 

3.3 (1), 3.4 (1), 4.2 (3), 4.5 (1)
하셔야 4.2 (1)
하셨어요 4.2 (1)
하시네요 4.2 (1)
하지만 1.3 (1), 2.1 (1), 2.2 (1), 2.3 (1), 

2.4 (7), 3.1 (5), 3.2 (13), 3.3 (2), 
3.4 (3), 4.1 (1), 4.3 (3), 4.4 (3), 
4.5 (2)

학교를 2.2 (1)
학교에 4.1 (1), 4.4 (4)
학교에서 1.3 (2), 4.3 (2)
학생들이 3.2 (1), 4.1 (1)
학생이 1.2 (1), 3.4 (1)
학생이에요 3.1 (1)

한 1.2 (3), 1.4 (4), 2.1 (1), 2.2 (1), 
2.4 (2), 3.2 (3), 3.3 (7), 3.4 (1), 
4.3 (1), 4.4 (1)

한국 4.5 (3)
한국어 4.5 (1)
한국어로 4.2 (10), 4.5 (2)
한국어를 2.1 (1), 2.2 (3), 3.1 (3), 3.2 (1), 

3.5 (2), 4.2 (1), 4.3 (3), 4.4 (1), 
4.5 (1)

한국에 4.4 (1)
한다고 2.3 (2)
할 1.1 (1), 1.2 (6), 3.1 (2), 3.2 (1), 

4.4 (1)
할로윈 2.1 (1), 4.4 (1)
할머니 2.3 (1), 2.4 (1)
할머니가 2.2 (1), 3.3 (1), 4.2 (1), 4.3 (1)
할머니는 2.2 (1)
할머니를 2.2 (1)
할머니하고 2.2 (1), 4.3 (1)
할아버지가 1.1 (1), 2.4 (1), 2.5 (1), 4.1 (1)
할아버지는 2.2 (4)
할아버지하고 2.2 (1)
항상 1.3 (7), 3.2 (2)
해서 1.3 (1)
해야 1.2 (1), 4.3 (1)
해요 1.1 (8), 1.2 (9), 1.3 (24), 1.4 (6), 

1.5 (1), 2.1 (3), 2.3 (1), 2.4 (2), 
3.1 (6), 3.2 (10), 3.5 (1), 4.1 (4), 
4.2 (15), 4.3 (3), 4.4 (6), 4.5 (1)

핸드폰이 1.1 (1)
햄버거를 4.4 (1)
했어요 1.2 (5), 1.4 (1), 2.2 (2),  

2.3 (1), 3.1 (3), 4.1 (2),  
4.2 (2), 4.4 (1)

행렬에 4.4 (3)
행렬에서 4.4 (3)
행렬을 4.5 (1)
행렬이 4.4 (2)
행복해요 2.1 (3), 2.2 (3), 3.3 (1)
헤엄을 2.3 (1), 2.4 (5)
현금이 3.2 (1)
현금인출기 3.2 (2)
현금인출기가 3.2 (3)
현금인출기를 3.2 (1)
현금인출기에 3.2 (1)
현금인출기에서 3.2 (1)
호랑이 2.4 (1)
호랑이가 2.4 (1)
호랑이는 2.4 (1)
호랑이를 2.4 (1)
호수 2.4 (1)
호주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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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2.2 (1), 2.3 (2)
호주에 2.2 (1), 4.4 (1)
호주에서 2.2 (1), 2.3 (1)
호주예요 2.2 (1)
호텔을 4.1 (1)
환전하는지 3.2 (1)
환전할 3.2 (8)
환전해야 3.2 (1)
환전했어요 3.2 (1)
회사 4.2 (1)
회사가 4.2 (1)
회사에 4.2 (1)
회사에서 4.2 (5)
회색 1.1 (1)
후식 4.1 (1)
후식을 2.1 (1), 4.3 (1)
후식이 2.1 (1)
후에 1.4 (1), 4.3 (1), 4.4 (2)

후에는 2.4 (1)
후추는 1.3 (1)
후추를 3.4 (1)
휴가 3.2 (5), 4.4 (7), 4.5 (2)
휴가갈 3.2 (1)
휴가는 4.4 (1)
휴가에서 4.4 (1)
휴일 4.4 (1)
휴일에 4.4 (2)
휴일에는 4.4 (2)
휴일을 4.4 (6)
휴일이 4.4 (1)
휴일이라서 4.4 (2)
휴일이에요 4.4 (1)
흰색 1.1 (1)
흰색이에요 1.2 (1), 2.4 (2)
힌두교 4.4 (3)
힘이 1.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