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3

Today’s Topic : Greeting

Guess What?
Good day!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how to GET PEOPLE’S ATTENTION!
In this lesson, you are going to learn common words, phrases and expressions
used to express yourself in this area. Enjoy your lesson!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레슨에서, 당신은 이 분야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흔한 단어, 어구, 그리고 표현을
배울 것입니다. 잘 배우길 바랍니다!

Exercise 1 : PICTURE DESCRIPTION
Directions: Please describe the picture shown below.
아래에 보여진 사진을 묘사하십시오.

예시 답안
The picture shows two women talking to each other. They are holding white mugs in
their hands. The woman sitting on the left is blonde-haired, and she is wearing a white
sleeveless top. The other wo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blue top, and she is resting her
chin on her hand. The two people are facing each other and they are laughing together.
이 사진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두 여자를 보여준다. 그들은 손에 흰색 머그컵을 들고 있다. 왼쪽에

앉아있는 여자는 금발 머리를 하고 흰색 민소매 상의를 입고 있다. 오른쪽에 앉은 다른 여자는
파란색 상의를 입고 있고, 턱을 괴고 앉아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함께 웃고 있다.

Exercise 2 : VOCABULARY BUILDING
Directions: Repeat after your tutor. Read the words, phrases, or sentences aloud.

지도 교사의 말을 따라 말하십시오. 단어, 어구, 또는 문장을 낭독하십시오.

Vocabulary

Example sentence

listen up

Listen up, I have some great news!

잘 들어요

잘 들어봐, 나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

guess what

My goal is to become a doctor someday.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목표는 언젠가 의사가 되는 것이다.

ready

Guess what? I won roundtrip tickets to Las Vegas!

준비된

어떻게 됐게? 내가 라스베이거스로 왕복 여행 티켓을 땄어!

hang out

Let’s hang out some time!

시간을 보내다

조만간 함꼐 시간 좀 보내요!

announcement

Good morning! I have an announcement to make.

소식/발표

좋은 아침입니다!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attention

You have to get his attention so that he’ll notice you.

주목

그가 당신을 눈치 채도록 주목을 끌어야한다.

hear

Did you hear the news?

듣다

그 소식을 들었나요?

shake hands

Americans usually shake hands during the first meeting.

악수하다

미국인들은 보통 처음으로 만날 때 악수를 한다.

Useful Expressions
May I have a word with you?
당신과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What’s up? I haven’t heard from you lately.
잘 지냈나요? 당신의 소식을 못들은지가 오래 됐네요.

Activity 1
Using the expression you have learned, describe the picture in Page 1 again.
배운 표현을 사용하여, 1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다시 묘사하십시오.
예시 답안
It is a picture of two women having a conversation. They are hanging out, enjoying
their time together. The woman wearing a blue top is resting her chin on her hand. She
is facing the blonde-haired laughing woman. From the two people’s happy faces, I can
guess that they have heard a great announcement.
이것은 대화를 하는 두 여자의 사진이다. 그들은 함께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여자는 턱을 괴고 있다. 그녀는 웃고 있는 금발 머리의 여자와 마주보고 있다. 두
사람의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보아, 나는 그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Grammar Check
facing each other: ‘face’는 ‘얼굴’ 뿐만이 아닌 ‘마주하다’라는 의미로 가진다. 따라서 ‘facing each
other’는 ‘서로 마주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진 속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말이다.
from ~, I can guess: ‘~한걸로 보아, 나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Exercise 3 : SEQUENCING STORY
Directions: Arrange the following sequence of story depending on how it happens.
Read aloud the sentences in proper order from the first to the last event.

John and Ken met and talked again after some time.
John과 Ken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했다.
3-1. Hi John! Well, I’ve been fine. Things have been great. How about you?
I’ve heard a big typhoon hit the Philippines when you were there.
3-2. Sure. I want to hear all about it.
3-3. Hey Ken, what’s up? How have you been?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 last talked!
3-4. Well, that’s true. If you have a minute, I’d like to tell you about my
experiences when I was there.
올바른 순서
A. 3-3 안녕 Ken,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지 오랜만이야!

B. 3-1 안녕 John! 난 잘 지냈어. 요즘 일이 잘되고 있어. 너는 어때? 너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그곳에 커다란 태풍이 발생했다고 들었어.
C. 3-4 아, 그건 사실이야. 시간이 조금 있다면, 내가 거기에 있는 동안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줄께.
D. 3-2 그럼. 모든 것을 듣고 싶어.

Exercise 4 : FREE TALK
Directions: Practice and enjoy a free talk with your tutor.
지도 교사와 함께 자유토론을 연습하고 즐기십시오.

4-1. How do you greet your friends you haven’t met for a long time?
당신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예시 답안)
When I meet friends I haven’t seen for a long time, I usually take them to a café or
restaurant so that I can have a conversation with them. I enjoy talking to friends for a
long time so that I can hear their news.
나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보통 카페 또는 레스토랑에 데려간다.
나는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4-2. What is the best way to get someone’s attention in a crowded place?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누군가의 주목을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시 답안)
I think that the best way to get someone’s attention is to call the person loudly. If I call
loud enough, he or she will hear me and take notice.
누군가의 주목을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다. 충분히 목소리를
높여서 부른다면, 그 사람은 듣고 나를 눈치챌 것이다.
4-3. Have you ever had a hard time getting someone’s attention?
누군가의 주목을 이끌기 힘들어 했던 때가 있었나요?
예시 답안)
Yes, I found it difficult to get my teacher’s attention when many students wanted to
ask questions at the same time. I had to wait a long time before the teacher took
notice of me.
나는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질문을 하고 싶어했을 때 선생님의 주목을 이끌기 힘들었다.
선생님이 나를 눈치채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4-4. Have you greeted someone you don’t know by mistake? What did you do then?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예시 답안)
I have said hello to a stranger who I thought was my mother. I was very surprised and
embarrassed, so I quickly apologized and walked away.
나는 엄마로 착각한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한 적이 있다. 매우 놀라고 창피한 기분이 들어, 재빨리
사과하고 떠났다.
4-5. Ask your tutor about his/her experiences in getting someone’s attention.

지도 교사에게 누군가의 주목을 이끄는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예시 답안)
When did you want to get someone’s attention?
Why was that person’s attention necessary?
당신은 언제 누군가의 주목을 이끌려고 했나요?
그 사람의 주목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Lesson 4

Today’s Topic : Greeting

What’s up?
Good day!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how to ASK PEOPLE FOR UPDATES!
In this lesson, you are going to learn common words, phrases and expressions
used to express yourself in this area. Enjoy your lesson!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레슨에서, 당신은 이 분야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흔한 단어, 어구,
그리고 표현을 배울 것입니다. 잘 배우길 바랍니다!

Exercise 1 : PICTURE DESCRIPTION
Directions: Please describe the picture shown below.
아래에 보여진 사진을 묘사하십시오.

예시 답안
This is a picture of three women laughing together.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pale
green hedge. In the middle of the photo, there is a blonde-haired woman wearing a red
top. The woman on the right of the photo is resting her elbow on her shoulder. On the
left, a woman wearing a brown top is leaning on the blonde woman. I think that they
have heard very good news, for they are all laughing happily.

이것은 함께 웃고 있는 세 명의 여자 사진이다. 배경에 보이는 것은 연한 초록색의 생울타리이다.
사진의 가운데에는 빨간색 상의를 입은 금발머리인 여자가 있다.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그녀의 어깨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있다. 왼쪽에는, 갈색 상의를 입은 여자가 금발머리의 여자에
기대고 있다. 그들이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는 그들이 매우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ercise 2 : VOCABULARY BUILDING
Directions: Repeat after your tutor. Read the words, phrases, or sentences aloud.
지도 교사의 말을 따라 말하십시오. 단어, 어구, 또는 문장을 낭독하십시오.
Vocabulary

Example sentence

busy

I’ve been very busy the whole week.

바쁜

나는 이번 주 내내 매우 바빴다.

special

Did you do something special last night?

특별한

당신은 어젯밤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했나요?

lately

What’s keeping you busy lately?

최근에

최근에 당신을 바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plan

What are your plans for the holiday?

계획

방학에 대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fine

She’s fine but she still needs to take some medicine.

건강한

그녀는 건강하지만 아직 약을 좀 먹어야 한다

well

I’m doing well, thank you.

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ew

What’s new with you?

새로운

당신에게는 별일 없나요?

same as usual

My day was the same as usual.

늘 똑같은

나의 하루는 평소와 늘 똑같았다.

keep in touch

Do you keep in touch with your friends abroad?

연락하고 지내다

당신의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내나요?

Useful Expressions
How have you been doing? – I’ve been very busy with my work this week.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나는 이번주 일하느라 매우 바빴다.
What have you been up to? – Not much. How about you?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나요? – 별일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Activity 1
Using the expression you have learned, describe the picture in Page 1 again.
배운 표현을 사용하여, 1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다시 묘사하십시오.
예시 답안
It is a picture of three women catching up on each other. They look like they are very
special friends, since they seem very close. They don’t seem to be very busy, for they
appear to be relaxed, without worrying about anything. I think that the three women
are updating each other and asking what is new. From their happy expressions, I can
guess that they are all doing well. In order to stay close to friends, like in this picture, I
think that people must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이것은 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자 세 명의 사진이다. 매우 친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굉장히 특별한 친구인 것 같다. 그들은 바쁘지 않고,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세
명의 여자들이 서로 업데이트해주고, 별일 없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 나는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 사진처럼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려면,
사람들은 서로 연락하고 지내야 하는 것 같다.

Grammar Check
middle of the photo: ‘사진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사진을 묘사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
resting his/her elbow on his/her shoulder: “그/그녀의 어깨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사진 속 사람들의 자세를 설명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in order to: “~ 때문에”라는 뜻으로 말로, 사진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Exercise 3 : SEQUENCING STORY

Directions: Arrange the following
sequence of story depending on how it
happens. Read aloud the sentences in
proper order from the first to the last
event.
다음 이야기의 순서를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첫번째 사건부터 마지막
사건까지 문장을 올바른 순서대로
낭독하십시오.

Isabelle and her friend are updating each other about their recent activities.
Isabelle과 그녀의 친구는 최근의 활동에 대하여 서로에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다.
3-1. It’s OK, I understand. Just make sure you will be there!

3-2. Well, I have been very busy preparing for my brother’s birthday party.
I’m really excited about it. What have you been up to?
3-3. Hi Isabelle! It’s good to see you. How have you been?
3-4. I’ve been very busy with my work lately. I’m sorry, I almost forgot
about his party.
올바른 순서
A. 3-3 안녕 Isabelle! 만나서 반가워. 어떻게 지냈어?
B. 3-2 아, 나는 남동생의 생일파티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빴어. 정말 기대돼. 너는 무엇을

하면서 지냈어?
C. 3-4 나는 최근에 일하느라 매우 바빴어. 미안해, 생일파티에 대해 거의 까먹었었다.
D. 3-1 괜찮아, 이해해. 그냥 꼭 오도록 해!

Exercise 4 : FREE TALK
Directions: Practice and enjoy a free talk with your tutor.
지도 교사와 함께 자유토론을 연습하고 즐기십시오.

4-1. What’s keeping you busy lately?
요즘 당신을 바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시 답안)
My schoolwork is keeping my very busy lately. I will be taking exams very soon, and my
teachers are giving me lots of homework so that I will be able to revise the
information.
요즘 나를 바쁘게 하는 것은 나의 학업이다. 나는 곧 시험을 보게 되고, 나의 선생님들은 내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숙제를 내어주고 있다.
4-2. What are your plans for the weekend?
당신은 주말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예시 답안)
I am planning to meet some friends at Seoul for lunch. I am very excited about this
because I have not met these friends for a long time.
나는 서울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다. 나는 이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매우 기대된다.
4-3. How do you keep in touch with your friends?
당신은 친구들과 어떻게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나요?
예시 답안)
I try to frequently ask them how they are doing. Sending quick text messages doesn’t
take a long time, so I can stay in touch with my friends very easily.
나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주 물어보려고 한다. 빠르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친구들과 쉽게 연락을 하고 지낼 수 있다.

4-4. Describe a typical conversation with your friends.
친구들과 당신 사이의 흔한 대화는 어떤지 말하십시오.
예시 답안)
We usually start by asking each other what is new, and talk about what is interesting us
recently. After that, we tend to go on to talk about good memories that we have from a
long time ago.
우리는 보통 요즘에는 별일 없는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최근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전에 만들었던 좋은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4-5. Ask your tutor about his/her experiences in asking his/her friends how they have
been. 지도 교사에게 친구의 안부를 묻는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예시 답안)
What do you usually ask people when you see them after a long time?
Do you enjoy listening to updates from your friends?
당신은 오랜만에 본 사람에게 보통 어떤 것을 물어보나요?
당신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것을 즐기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