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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넷: 라미, 어제‘가을의사랑’봤어?
라미: 응, 봤어. 넌못봤어?
자넷: 응, 난어제시장에갔다오느라고못봤어. 어떻게됐어?
라미: 드디어남자주인공하고여자주인공이만났어.
자넷: 정말? 그래서?
라미: 그런데서로어떻게지내는지묻고, 인사만하고헤어졌어.
자넷: 둘이그렇게그리워했는데……. 너무슬프다. 
라미: 곧다시만나서행복해질거야. 그런데그남자너무멋있지않아? 
자넷: 응, 멋있어. 그런데나는주인공친구로나오는사람이더좋아. 

연기도정말잘하고.

13. 시장에 갔다 오느라고 못 봤어

드디어 주인공 헤어지다 그리워하다 슬프다 곧 나오다 연기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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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프로그램

드라마 뉴스 토론 어린이 프로그램 코미디 쇼

※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봅시다.

(1) (                )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줘요.

(2)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                         )을 봐요.

(3) 남편은 (              ) 프로그램을 보며 배꼽 잡고 웃어요. 

너무 좋아해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

배우 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단어와 의미를 서로 연결해 봅시다.

배우 · · 카메라로 찍는 사람이에요.

감독 · · 드라마 내용을 쓰는 사람이에요.

카메라 감독 · · 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작가 · · 드라마 전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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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 어제 드라마‘두 친구’봤어요?
나: 아니요, 집안일 하느라고 못 봤어요. 

ㆍ가: 어떻게 지내요?
나: 회사에 취직해서 일 배우느라고 바빠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고쳐 써 봅시다.

(1) (설거지하다) 드라마를 못 봤어요.

(2) 어제는 (일하다) 늦게 잤어요. 

(3) (한국말을 배우다) 바빠요. 

연습 2. 다음 질문에‘-느라고’를 이용해 대답해 봅시다.

(1) 왜 드라마를 못 봤어요?

⇒

(2) 왜 어제 모임에 못 갔어요?

⇒

(3)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

-느라고

[보기]   아이 키우느라고(아이 키우다) 정신이 없어요.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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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보기]와 같이 해 봅시다.

(1) 한국어가 쉬워요. ⇒

(2) 한국 생활이 편해요. ⇒

(3) 날씨가 추워요. ⇒

연습 2. 어떻게 변했어요? [보기]와 같이 서로 비교해 이야기해 봅시다.

(1) 몸이 약해요 ⇒ 건강해요

(2) 0도 ⇒ 15도

(3) 1,500원/배추 한 포기 ⇒ 2,500원/배추 한 포기

ㆍ남편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꽃을 사와서 기
분이 좋아졌어요.

ㆍ한국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재미
있어졌어요.

ㆍ날씨가 시원해지면 소풍을 갈 거예요.

[보기]
얼음이
없어졌어요.

[보기] 기분이 좋아요. ⇒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어졌어요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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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미있게 본 한국 드라마나 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 제일 재미있게 본 것은 뭐예요? 

(2) 어떤 내용이에요? 

(3) 누가 나왔어요? 

(4) 느낌이 어땠어요? 

2.가장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1) 누구예요?

(2) 어느 드라마에 나왔어요?

(3)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4) 그 사람이 왜 좋아요?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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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표입니다. 잘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1) <세상의 아침>은 몇 시에 시작하나요?

(2)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3) 정치나 사회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으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6: 00 - 7: 00

7: 00 - 8: 00

8: 00 - 8: 30

8: 30 - 9: 30

9: 30 - 10: 00

10: 00 - 10: 20

10: 20 - 11: 10

아침 생방송 <세상의 아침> (1부)

아침 생방송 <세상의 아침> (2부)

아침 뉴스

아침 토크쇼 <아침 광장>

일일드라마 <아줌마가 간다>

뉴스 <생활과 경제>

드라마 재방송 <봄의 노래>  

생방송 토크쇼 광장 일일드라마 경제 재방송 녹화 정치 사회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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