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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答・解答例＞ 

●第１課  

練習 

1. (1) 저( 은 / 는 )   (2) 친구 ( 은 / 는 )    (3) 선생님( 은 / 는 )    

(4) 이름( 은 / 는 )  (5) 취미( 은 / 는 )    (6) 스포츠( 은 / 는 ) 

2. (1) 유튜버(예요/이에요).     (2) 일본 사람(예요/이에요).  

(3)제 친구(예요/이에요).     (4) 대학생(예요/이에요). 

(5)제 이름(예요/이에요).  

3. (1)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2) 선생님은 한국 사람입니다.  

  (3) 친구는 유튜버입니다.  

  (4) 제 친구는 고등학생입니다.  

 (5) 제 취미는 스포츠입니다. 

もう一歩 

1. 최윤호예요. / 고등학생이에요./ 축구 관전이에요. / 손흥민이에요. 

2. 제 친구 윤아예요. / 좋아하는 연예인은 방탄소년단이에요. 

●第２課 

練習 

1. (1) 저는 가수(이 / 가) 아니에요.    (2) 저는 학생(이 / 가) 아니에요.  

(3) 친구는 유튜버(이 / 가) 아니에요. (4) 이것도 물(이 / 가) 아니에요. 

(5) 그건 스마트폰(이 / 가) 아니에요.  

2. (1) 저는 B 형이 아니에요. 

(2) 동생은 중학생이 아니에요. 

  (3) 저건 커피가 아니예요. 

3. (1) 네, 배우예요.          

(2) 아뇨,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기자예요. 

  (3) 아뇨, 학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4) 아뇨,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야구 선수예요.  

(5) 네, 아이돌이에요. 

もう一歩 

1. (1) 아뇨, 유토 씨는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대학생이에요. 

 (2) 아뇨, 유토 씨는 B 형이 아니에요. O 형이에요. 

  (3) 아뇨, 유토 씨 취미는 운동이 아니에요. 요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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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뇨, 제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유토 씨 팬이에요. 

●第３課 

練習 

1. 

 -ㅂ/습니까? -ㅂ/습니다 안- 

(보기) 가다(行く) 갑니까? 갑니다 안 갑니다 

(1)만나다(会う) 만납니까?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2)먹다(食べる) 먹습니까?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3)놀다(遊ぶ) 놉니까? 놉니다 안 놉니다 

(4)메일하다(メールする) 메일합니까? 메일합니다 메일 안 합니다 

(5)자다(寝る) 잡니까? 잡니다 안 잡니다 

(6)보다(見る) 봅니까? 봅니다 안 봅니다 

(7)듣다(聴く) 듣습니까?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8)산책하다(散歩する) 산책합니까? 산책합니다 산책 안 합니다 

(9)좋아하다(好きだ)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10)만들다(作る) 만듭니까? 만듭니다 안 만듭니다 

(11)많다(多い) 많습니까? 많습니다 안 많습니다 

(12)멀다(遠い) 멉니까? 멉니다 안 멉니다  

もう一歩 

1. (1) 음악을 듣습니다.   (2) 리사가 남자 친구를 만납니다.  

(3) 유토가 카레라이스를 만듭니다.  (4) 버블티를 마십니다. 

(5) 아뇨, 강아지는 산책을 합니다.   (6) 아뇨, 고양이는 낮잠을 잡니다. 

  

2. <解答例>(1) 도쿄에 삽니다. (2) 네, 멉니다. (3) 주로 빵을 먹습니다. 

    (4) 친구하고 놉니다.  (5)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6) 아뇨, 자주 안 합니다. 

●第４課 

練習 

1.  (1) 아르바이트가  (2) 수업이   (3) 이벤트가   

2. <解答例> (1) 책이   (2) 스마트폰이  (3) 책상 위에 연필이 있어요. 

 (4) 책상 옆에 가방이 있어요. (5) 필통 안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3. (1) 유토 씨는 형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2) 수민 씨는 외동딸이에요. 형제가 없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있어요.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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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예요. 

もう一歩 

1. (1) 편의점 옆에 약국이 있어요. 

  (2) 약국 뒤에 우체국이 있어요.  

(3) 약국 앞에 카페가 있어요. 

  (4) 카페 왼쪽에 역이 있어요.  

(5) 휴지통은 슈퍼 밖에(又は、앞에) 있어요. 

  (6) ATM 은 편의점에(又は、편의점 안에) 있어요. 

2. <解答例>(1) 아뇨, 없어요.  (2) 네, 내일 시험이 있어요.  

(3) 네,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4) 네, 남동생이 있어요. 

(5) 아뇨, 강아지는 없어요. 

●第 5課 

練習 

1.   

 -아/어요? -아/어요. 안- 

(보기) 가다(行く) 가요? 가요 안 가요 

(1)살다(住む) 살아요? 살아요 안 살아요 

(2)먹다(食べる)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3)읽다(読む) 읽어요? 읽어요 안 읽어요 

(4)놀다(遊ぶ) 놀아요? 놀아요 안 놀아요 

(5)맛있다(おいし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6)멀다(遠い) 멀어요? 멀어요 안 멀어요 

(7)만나다(会う)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8)기다리다(待つ) 기다려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9)나오다(出る)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10)공부하다(勉強する) 공부해요? 공부해요 공부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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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유명하다(有名だ) 유명해요?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12)좋아하다(好きだ)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13)쉬다(休む) 쉬어요? 쉬어요 안 쉬어요 

もう一歩 

1. ① 배워요 ② 해요 ③ 만나요 ④ 놀아요  ⑤ 재미있어요 

⑥ 나와요 ⑦ 기대돼요 

2. (1) 학원에 가요.  (2) 학원에서 수학하고 영어를 배워요. 

(3) 학교 숙제를 해요. (4) 주로 친구를 만나요.  

(5) 친구하고 놀아요. (又は、게임을 해요.) (6) 새로운 게임을 기다려요. 

 

●第６課 

練習 

1. (1)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2) 영화를 보고 싶어요? 

  (3) 춤을 추고 싶어요.  (4) 피망을 안 먹고 싶어요.  

  (5) 바다에 안 가고 싶어요.  

2. (1) 저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2) 저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3)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4) 저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解答例>(5)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3. (1)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마십니다.  

 (2)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습니다. 

 (3) 노래를 듣고 청소를 합니다.  

 (4) 숙제를 하고 책을 읽습니다. 

 (5) 이 배우는 멋있고 연기를 잘합니다. 

もう一歩 

1. 유럽여행을 하고 싶어요. 오로라를 보고 싶어요. 댄스를 배우고 싶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2. <解答例>  

・行きたいところ：서울에 가고 싶어요.  

・食べたいもの：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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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たいもの：한국 뮤지컬을 보고 싶어요. 

・習いたいこと：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何になりたい？：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第 7課 

練習 

1. (1) 이십팔 층  (2) 시월 구 일 (3) 십이 번  (4) 백육십칠 센티미터 

(5) 오십 분  (6) 수업 삼 교시 

2. (1) 초코바는 팔백 원이에요. (2) 볼펜은 천 원이에요. 

 (3) 립스틱은 칠천 원이에요. (4) 한국어 책은 이천 엔이에요. 

 (5) 팬라이트는 삼천오백 엔이에요. 

3. (1) 공구공의 삼사의 칠팔구이예요. 

(2) 공일구의 이오공의 삼오삼이에요. 

(3) 삼오삼의 구일사의 공육이예요. 

もう一歩 

1. (1) 어린이날이에요.   (2) 빼빼로데이예요. 

(3) 3(삼)월 14(십사)일이에요. 

(4) 네. 있어요. 5(오)월 8(팔)일이 어버이날이에요. 

<解答例>(5)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2.(1) 사십 분이에요. (2) 오백 밀리예요.  (3) 백팔십삼 센티예요. 

(4) 이십삼 번이에요. (5) 일 대 영이에요. 

 

●第 8課 

練習 

1. 

 -았/었어요 -았/었습니다 

(보기) 가다(行く) 갔어요 갔습니다 

(1)읽다(読む)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2)놀다(遊ぶ)  놀았어요 놀았습니다 

(3)오다(来る) 왔어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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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다리다(待つ)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5)복습하다(復習する) 복습했어요 복습했습니다 

(6)비싸다(値段が高い) 비쌌어요 비쌌습니다  

(7)맛있다(おいしい) 맛있어요 맛있었습니다 

(8)중학생(中学生)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습니다 

2. (1) 봤어요? – 네, 봤어요.           (2) 안 했어요? – 네, 안 했어요. 

(3) 멀었어요? – 아뇨, 안 멀었어요.  (4) 했어요? – 아뇨, 안 했어요. 

(5)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6) 배우였어요? – 네, 배우였어요. 

もう一歩 

1. ① 만났어요.  ② 봤어요.  ③ 먹었어요.  ④ 길었어요. 

⑤ 기다렸어요.  ⑥ 마셨어요. ⑦ 맛있었어요.  ⑧ 하루였어요. 

(1)시부야에 갔어요. 

(2)액션 영화를 봤어요. 

(3)다른 학교 친구하고 봤어요. 

(4)버블티를 마셨어요.  

2.＜解答例＞ (1) 네, 먹었어요.  (2) 아뇨, 안 했어요.  (3) 네, 있었어요. 

(4) 아뇨, 안 봤어요.  (5) 제 꿈은 가수였어요.  (6) 어제 몇 시에 잤어요? 

 

●第 9課 

練習 

1. 

 -아/어요? -아/어요. 안- 

(보기) 묻다(尋ねる) 물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1)걷다(歩く) 걸어요? ? 걸어요 안 걸어요 

(2)듣다(聴く)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3)믿다(信じる)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4)바쁘다(忙しい) 바빠요? 바빠요 안 바빠요 

(5)기쁘다(うれしい)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6)크다(大きい) 커요? 커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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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가) 고프다 

(お腹が空く)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2. (1) 들어요. (2) 슬퍼요. (3) 바빠요? (4) 믿어요.  (5) 커요? 

もう一歩 

1. (1) 공원을 산책했어요. (2) 8000(팔천)보를 걸었어요. (3) 영화는 슬펐어요. 

(4) 유튜브로 게임 방송을 했어요. (5) 게임 방법을 물었어요.  

(6) 라면하고 빵을 먹었어요. (7)<解答例＞어제는 시험 공부를 했어요. 

 

●第 10課 

練習 

1. (1) 스무 살이에요.  (2) 열다섯 살이에요. (3) 열일곱 살이에요. 

  (4) 서른네 살이에요. (5) 한 살이에요.  

2. (1) 네 시 오십오 분이에요. (2) 여덟 시 삼십 분이에요. (又は 여덟 시 반이에요.) 

 (3) 열두 시 십 분이에요. (4) 여섯 시 사십오 분이에요. (5) 다섯 시 십 분이에요. 

3. (1) 물 세 잔  (2) 연필 다섯 자루  (3) 책 열한 권  (4) 녹차 두 병 

  (5) 고양이 네 마리  (6) 시디 한 장 

もう一歩 

1. ① 일 교시  ② 일곱 시 ③ 두 개  ④ 한 잔 ⑤ 다섯 명  

⑥세 번  ⑦ 네 시간  ⑧ 아홉 시  ⑨ 삼만 명  

2. ＜解答例＞(1) 7 (일곱) 시에 일어났어요.   (2) 4(네)시 반에 끝나요.  

  (3) 8(여덟)시 15(십오)분에 와요. 

  (4) 형제는 두 명 있어요. / 친한 친구는 세 명 있어요. 

  (5) 하루에 두 시간 정도 봐요.  (6) 한 달에 한 번 정도 봐요. 

  (7) 열 개 정도 있어요.  (8) 보통 몇 시에 자요? – 열두 시에 자요. 

 

●第 11課 

練習 

1. (1) A: 이름이 뭐야?  - B: 최 윤호야. 

  (2) A: 주말에 뭐 해?  - B: 학원에 가. 

(3) A: 뭐 보고 싶어?  - B: 액션 영화를 보고 싶어. 

(4) A: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 B: 가수였어. 

2. (1) 사회 수업은 있지만 수학 수업은 없어요.  

  (2) 책은 읽었지만 독후감은 아직 안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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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핑크색은 좋아하지만 빨간색은 안 좋아해요. 

  (4) 저는 키가 작지만 동생은 키가 커요. 

  (5) 친구는 공부를 잘하지만 저는 운동을 잘해요. 

  (6) 내일은 학교에 가지만 모레는 쉬는 날이에요. 

もう一歩 

1. (1) 1 학년이지만 / 고등학교 2 학년이에요.  

(2) 의사지만 / 아이돌이 꿈이에요.  

(3) 책을 읽지만 / 부활동을 해요.  

  (4) 받지만 / 안 받아요. 

(5) 안 하지만 / 아르바이트를 해요.  

2. (1) 많이 하지만 / 거의 안 해요. 

(2) 오른쪽이지만 / 왼쪽이에요.  

(3) 들고 먹지만 / 안 들고 먹어요.  

 

●第 12課 

練習 

1. ＜解答例＞ 물 좀 주세요. /  숟가락 좀 주세요. /  젓가락 좀 주세요./ 

   치즈핫도그 주세요. / 치킨 한 마리 주세요. / 티켓 두 장 주세요. 

2. 

 ~아/어 주세요 ~아/어 주시겠어요? 

(보기)사진을 찍다 

(写真を撮る) 

사진을 찍어 주세요 사진을 찍어 주시겠어요? 

(1)가르치다(教える)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2)읽다(読む) 읽어 주세요 읽어 주시겠어요? 

(3)사인하다(サインする)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시겠어요? 

(4)통역하다(通訳する) 통역해 주세요 통역해 주시겠어요? 

(5)치우다(片づける) 치워 주세요 치워 주시겠어요? 

(6)문을 열다(ドアを開ける) 문을 열어 주세요 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7)책을 빌리다 책을 빌려 주세요 책을 빌려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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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を借りる) 

(8)사진을 보이다 

(写真を見せる) 

사진을 보여 주세요 사진을 보여 주시겠어요? 

(9)가방을 들다 

（かばんを持つ） 

가방을 들어 주세요 가방을 들어 주시겠어요? 

(10)불을 켜다 

(電気をつける) 

불을 켜 주세요 불을 켜 주시겠어요? 

もう一歩 

1. (1) 사인 좀 해 주세요.  (2) 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3) 회의실 문 좀 열어 주세요.  (4) 저 가방 좀 보여 주세요. 

(5) 자리 좀 치워 주시겠어요? 

2. (1) 지우개 좀 빌려 줘.  (2) 창문 좀 열어 줘.   

(3) 돈 좀 빌려 줘.  (4) 이 문제 좀 가르쳐 줘.   

 

●第 13課 

練習 

1. 

 -(으)ㄹ래요? -(으)ㄹ래? 

(보기) 가다(行く) 갈래요? 갈래? 

(1)만나다(会う) 만날래요? 만날래? 

(2)먹다(食べる) 먹을래요? 먹을래? 

(3)읽다(読む) 읽을래요? 읽을래? 

(4)만들다(作る) 만들래요? 만들래? 

(5)놀다(遊ぶ) 놀래요? 놀래? 

(6)듣다(聴く) 들을래요? 들을래? 

(7)걷다(歩く) 걸을래요? 걸을래? 

(8)게임하다 

(ゲームする) 

게임할래요? 게임할래? 

2. (1) 공부할래요?  (2) 갈래요?  (3) 만들래요?  (4) 먹을래요? 

  (5) 만날래요?  (5) 게임할래요? 

もう一歩 

1. (1) 마실래요?  (2) 들을래요?  (3) 먹을래요? – 망고빙수 먹을래요.  

  (4) 갈래요? – 내일 시험이에요.  (5) 만날래요? – 한 시에  

2. (1) 마실래?  (2) 들을래?  (3) 먹을래?  

  (4) 갈래? – 내일 시험이야.  (5) 만날래? – 한 시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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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4 

練習 

1. (1) 읽으세요?  (2) 다니세요?  (3) 좋으세요?  (4)드세요? 

  (5) 계세요?  (6) 주무세요? 

2. (1) 오세요.  (2) 읽으세요.  (3) 받으세요.  (4) 쓰세요. 

  (5) 기다리세요.  (6) 드세요. 

もう一歩 

1. ① 드세요.  ② 가세요.  ③ 가르치세요.  ④ 하세요. 

⑤ 드세요.  ⑥ 쉬세요.  ⑦ 주무세요. 

2.  

      학생 <質問> 선생님 <答え>：解答例 

（보기） 

일어나다 

Q 매일 몇 시에 일어나세요? A  6 시에 일어나요. 

(1) 보다 Q 드라마를 자주 보세요? A 아뇨, 자주 안 봐요. 

(2) 자다 Q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A 열두 시 반에 자요. 

(3) 있다 Q 오늘 약속이 있으세요? A 아뇨, 없어요. 

(4) 바쁘다 Q 요즘 바쁘세요? A 네, 바빠요. 

(5) 멀다 Q 집에서 학교까지 머세요? A 아뇨, 안 멀어요. 

(6) 좋아하다 Q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A 네, 좋아해요. 

 

●第 15課 

練習 

1. 

 -아/어도 돼요? -(으)세요 

(보기) 읽다(読む) 읽어도 돼요? 네, 읽으세요 

(1)먹다(食べる) 먹어도 돼요? 네, 드세요. 

(2)받다(もらう) 받아요 돼요? 네, 받으세요. 

(3)말하다(言う)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4)쉬다(休む) 쉬어도 돼요? 네, 쉬세요. 

(5)듣다(聴く) 들어도 돼요? 네, 들으세요. 

(6)신어 보다(履いてみる) 신어 봐도 돼요? 네, 신어 보세요. 

2. (1) 가도 돼요?  (2) 받아도 돼요?  (3) 말해도 돼요?  (4) 읽어도 돼요? 

  (5) 만나도 돼요?  (6) 놓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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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う一歩 

1. (1) 네, 먹어도 돼요.（又は 네, 드세요.）  (2) 아뇨, 안 돼요.  

(3) 네, 세워도 돼요.（又は 네, 세우세요.)  (4) 아뇨, 안 돼요. 

(5) 아뇨, 안 돼요.  

2. (1) 모자 써 봐도 돼요?  (2) 이 가방 들어 봐도 돼요?  

  (3) 이 신발 신어 봐도 돼요?  (4) 이 귀걸이 해 봐도 돼요?  

  (5) 이 안경 써 봐도 돼요? 

 

●第 16課 

練習 

１．  

動詞 形容詞 

（보기）가다(行く) 가는 바쁘다(忙しい) 바쁜 

(1)보다(見る) 보는 (1)좋다(良い) 좋은 

(2)읽다(読む) 읽는 (2)기쁘다(うれしい) 기쁜 

(3)먹다(食べる) 먹는 (3)많다(多い） 많은 

(4)좋아하다 

(好きだ、好む)) 

좋아하는 (4)싸다(安い)  싼 

(5)타다(乗る) 타는 (5)맛있다(おいしい) 맛있는 

(6)쓰다(使う、書く) 쓰는 (6)재미없다(面白くない) 재미없는 

(7)살다(住む、暮らす) 사는 (7)멀다(遠い) 먼 

(8)놀다(遊ぶ) 노는 (8)유명하다(有名だ) 유명한 

(9)공부하다(勉強する) 공부하는 (9)배고프다(お腹が空く) 배고픈 

(10)청소하다(掃除する) 청소하는 (10)조용하다(静かだ) 조용한 

2. (1)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2) 유명한 수영 선수예요.  (3) 사는 곳이에요.  

  (4) 맛있는 호떡이에요.  (5) 기쁜 소식이네요.  (6) 타는 곳이 여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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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う一歩 

1.＜解答例＞ 

#매일 마시는 주스 / #유명한 식당 / #자주 쓰는 펜 / #재미있는 한국어  

 

ＲＥＶＩＥＷ（第１課～16 課） 

＊次の日本語は韓国語に、韓国語は日本語にしてみましょう。 

(1) 그건 （それは）      

(2) 정말 （本当に） 

(3) 왜요? （なぜですか）   

(4) 얼마예요? （いくらですか） 

(5) 誰 （누구）     

(6) 歌詞 （가사） 

(7) 検索する （검색하다） 

(8) どうでしたか。（어땠어요?） 

 

＊次のかっこに入る助詞を選び、適切な形で書いてみましょう。 

이/가   을/를   에  (으)로   에서  이(랑)    부터  

(9) 학교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い 

(10)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11) 친구하고 주로 어디(에서) 놀아요? 

(12)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13) 어제 저는 동생(이랑) 게임을 했어요. 

(14) 학교 수업은 몇 시(부터)예요? 

(15) 이건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次のかっこに入る文型を選び、適切な形で書いてみましょう。 

-고  지만  -아/어요 -는/(으)ㄴ -아/어 주세요  -(으)ㄹ래요? -아/어도 돼요?    

(16) 어제는 친구하고  영화도 (보다) 저녁도 먹었어요. → 보고 

(17) 다음 주에 같이 콘서트 (가다)？ → 갈래요? 

(18) 김밥 하나만 (포장하다) -네, 알겠습니다. → 포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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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저는 매일 음악을 (듣다) → 들어요. 

(20) 오빠는 키가 (크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 크지만 

(21)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다)- 네, 올리세요. → 올려도 돼요? 

(22) 날씨가 (좋다) 날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 좋은／산책하는 

 

＊下線のところをかっこで示した形に直てみましょう。 

(23) 주말에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否定形に) 공부 안 합니다. 

(24)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오다（→「아/어요」表現に） 와요. 

(25) 학교는 8 시 25 분까지입니다. (→ハングルで表記) 여덟 시 이십오 분 

(26) 어제는 집에서 청소를 해요  (→過去形に) 했어요. 

(27) 지금 어디예요?—집이에요.  (→パンマルに) 어디야? —집이야. 

(28) 선생님은 지금 교무실에 있어요? (→敬語に) 계세요? 

 

＊次の質問に自分の話を適切に書いてみましょう。 

(29)Ｑ：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Ａ：<解答例>삼겹살이에요. / 치즈핫도그예요. 

(30)Ｑ：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Ａ：＜解答例＞열 여섯 살이에요.  

(31)Ｑ：주말에 보통 뭐 해요? 

  Ａ：＜解答例＞집에서 숙제해요. / 친구하고 놀아요. 

 

＊初めて会う韓国人に自己紹介をしてみましょう。（４文以上） 

＜解答例＞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키 리사예요. 중학생입니다. 

 생일은 4 월 2 일이고, 혈액형은 A 형이에요.  저는 케이팝하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나중에 한국어를 쓰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