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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자넷, 서울형님댁에는언제가기로했어요? 
자넷: 이번주말에요. 3일간머물면서서울구경을할거예요.
미 : 어디어디를구경할지정했나요? 
자넷: 경복궁하고남산을가보고싶어요. 또어디를가면좋을까요?
미 : 남대문시장과한강시민공원, 청계천에도꼭가보세요.

재미있는구경거리가많을거예요. 
자넷: 한강시민공원은수미가어렸을때가봤어요.

아이들이좋아할만한곳은어디가있을까요?
미 : 박물관과놀이공원에가면좋겠네요. 

아이들은지하철타는것도좋아할거예요.
자넷: 고마워요. 다녀와서연락드릴게요.

25. 청계천에도 꼭 가 보세요

머물다 복잡하다 구경거리 박물관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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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유적지 휴양림 벚꽃놀이 단풍놀이 여행을 떠나다 예약하다

여행 및 관광

어휘어휘

유원지

휴양림

단풍놀이

예약하다

유적지

벚꽃놀이

여행을 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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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보기]와 같이 써 봅시다.

(1) 강아지를 키우다. ⇒

(2) 남편에게 편지를 쓰다. ⇒

(3) 대청소를 하다.         ⇒

연습 2. [보기]와 같이‘-아/어 보세요’를 사용해서 친구에게 조언을

(1)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에요.

⇒ (가계부를 쓰다)

(2) 남편이 기침을 많이 해요.

⇒ (담배를 끊게 하다)            

(3)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요.

⇒ (담임선생님과 상의하다) 

-아/어 보세요

ㆍ지하철을 타 보세요.
ㆍ떡볶이를 만들어 보세요.
ㆍ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보기] 친구: 이가 아파서 딱딱한 것을 못 먹겠어요. 
자넷: 얼른 치과에 가 보세요.

[보기] 컴퓨터를 배우다. ⇒ 컴퓨터를 배워 보세요.

문법1문법1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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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 봤어요

ㆍ경주에 가 봤어요.
ㆍ한복을 입어 봤어요.
ㆍ인터넷으로 쇼핑해 봤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써 봅시다.

(1) 자장면을 ?   (먹다)

네, 중국집에 가서 .

(2) 한국 노래를 ?   (부르다)

네, 노래방에서 한국 노래를 .             

(3) 김치찌게를 ?   (끓이다)

아니요, 아직 김치찌게를 못 .    

(1) 놀이동산에 가다. · ·파마를 하다.

(2) 도서관에 가다. · ·등산을 하다.

(3) 미용실에 가다. · ·회전목마를 타다.

(4) 설악산에 가다. · ·책을 빌리다.

연습 2. [보기]와 같이 연결하고‘-아/어 봤어요’를 사용한 문장으로
말해 봅시다.

[보기] 놀이동산에 가서 회전목마를 타 봤어요.

문법2문법2

[보기] 극장에 가 봤어요? (가다)
네, 남편과 함께 가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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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가 본 곳을 말해 보세요.

(2) 여러분 고향에서 가 볼만한 곳을 소개해 보세요.

말하기말하기 관광지를 소개해 봅시다.

하롱베이 국립공원은 화‘인도차이나’와 로빈 윌리엄스의‘굿모닝 베트남’의 배
경이 되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3,000여가 넘는 아름다운 섬들이 진한 초록색 바
다 위로 솟아 있다. 날카롭게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을 이루고 있는 작은 섬들,
환상적인 동굴이 있는 섬들이 날씨나 태양 빛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과 빛깔을 미
묘하게 바꾸는 광경이 매우 아름답다. 
‘하(Ha)’는‘내려온다’, ‘롱(Long)’은‘용’이라는 뜻으로, ‘하롱’이란 하늘에서 내
려온 용이라는 의미이다. ‘하롱’이라는 지명은,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를
막기 위해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입에서 보석과 구슬을 내뿜자, 그 보석과 구슬들
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갖가지 모양의 바위가 되어 침략자를 물리쳤다고 하는 전설
에서 유래하 다고 한다. 
이 만 안에는 20∼30가구가 모여 사는 해상 마을이 5개 있다. 작은 바위에 밧줄
로 묶어놓은 해상 가옥들이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바다의 바위 사이에 떠 있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100만 명에 이른다. 

하롱베이 [Ha Lo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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