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9
약속

Appointment

9-1 어디에서 만날까요?
Where should we meet?

▍학습목표 Study Objectives

1. 약속 관련 어휘를 배운다.

2. ‘―(으)ㄹ까요?’와 ‘―어요’를 배운다.

3. 약속 정하기 대화를 할 수 있다.

4. 한국인의 생일에 대해 이해한다.

1. Learn words related to appointments.

2. Learn ‘―(으)ㄹ까요?’ and ‘―어요’.

3. To be able to make appointments.

4. Understand Korean birth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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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 : Making Appointments

김유미 : 영선 씨, 내일 저녁에 지호네 생일 파티에 가요?

조영선 : 네. 저도 갈 거예요. 6시쯤 만나서 같이 갈까요? 

김유미 : 그래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조영선 : CUK 백화점 앞에서 만나요.

Yumi : Youngsun, Are you going to Jiho’s birthday party tomorrow evening?

Youngsun : Yes, I’m going. Should we meet around 6 to go together?

Yumi : Yes, where should we meet?

Youngsun : Let’s meet in front of the CUK department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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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해 보세요

1. 두 사람은 내일 뭐 할 거예요? (      )

① 쇼핑할 거예요.            ② 친구를 만날 거예요.

③ 생일 파티에 갈 거예요.    ④ 같이 저녁 식사할 거예요.

2. 두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만나요? (      )

① 5시, 지호네 집           ② 6시, 지호네 집   

③ 5시, CUK 백화점 앞      ④ 6시, CUK 백화점 앞

▍어휘 New vocabulary

저녁(시간)

evening

(지호)네

(Jiho)’s house

생일 파티

birthday party

같이

together

백화점

[배콰점]

department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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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Grammar

1. _____________(으)ㄹ까요?

 (동작동사 뒤에 붙어) 상대방의 생각을 물으면서 함께 할 것을 제안할 때 사용한다.

(Attached to the end of a verb) This is used when asking the other party’s opinion 

about an action and whether they would like to do that action together.

∙ 6시쯤 만나서 갈이 갈까요?

∙같이 저녁을 먹을까요?

∙같이 산책을 할까요?

2. _____________어요 / 아요.

 (동작동사 뒤에 붙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말할 때 사용한다.

(Attached to the end of a verb) This is used when telling the other party to do 

something together.

∙백화점에서 앞에서 만나요.

∙일요일에 같이 미술관에 가요.

∙이따가 같이 점심을 먹어요.

∙오후에 같이 산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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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플러스 Vocabulary Plus

행사

약속 시간

meeting time
 약속 시간이 몇 시예요?

약속 장소

meeting place
 약속 장소를 몰라요.

생일 파티

birthday party

 내일 제임스 씨 생일 

파티가 있어요.

졸업 파티

graduation party
 졸업 파티가 언제예요?

집들이

housewarming
 집들이에 같이 가요.

돌잔치

first birthday party
 돌잔치를 어디에서 해요?

환영회

welcoming party

 어제 신입생 환영회를 

했어요.

송별회

farewell party

 금요일에 리에 씨 

송별회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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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Korean Culture

Korean Birthdays

Koreans spend their birthdays with friends and family.

On special birthdays, a big party is thrown.

When a baby is 100 days old, a 100 day party known as Baekil-janchi is thrown and on 

a baby’s first birthday a party known as Dol-janchi is thrown.

On the 60th birthday, the children of the celebrator throw a birthday party known as 

Hwangap-janchi and on the 70th birthday, the children throw a birthday party known as 

Gohui-janchi.

한국인의 생일

한국인이 생일을 맞으면 가족과 친지가 축하해 줍니다. 그중 특별한 생일에는 잔치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백일잔치를,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부모가 만 60세가 되는 해에는 

환갑잔치를, 70세가 되는 때에는 고희잔치를 자식들이 열어 축하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