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한국어 표준교재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This is the offi  ce

투  안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Is this the offi  ce?

민  수 네. 사무실입니다.
 Yes, it is.

투  안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Where is the restroom?

민  수 저기입니다.
 It’s over there.

대화 1

학습 목표 장소 및 물건 묻고 대답하기
 To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places and objects

문        법 이/가, 이에요/예요
어        휘 장소 Places, 물건 Objects

정보ㆍ문화 한국의 좌식 문화 Sitting on the fl oor in Korea (Floor-sitting)

 생활필수품(세면도구)Daily necessities (person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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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장소 Places

문법 1 이/가

명사 뒤에 붙어서 문장의 주어를 나타낸다. 명사 ‘저, 나, 너’는 뒤에 ‘가’가 붙으면 ‘제가, 내가, 네가’로 바뀐다.

명사가 자음으로 끝날 때: 이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 가

1) 가: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나: 저기입니다.

2) 가: 여기가 기숙사입니까?

나: 네, 기숙사입니다.

3) 가: 저기가 슈퍼마켓입니까?

나: 아니요, 편의점입니다.

여기 저기 거기 어디
here over there there where

회사 사무실 화장실 식당
workplace offi  ce restroom restaurant

집 기숙사 세탁소 미용실
house dorm (dormitory) laundromat hair salon

시장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market mart convenience store supermarket

A subject particle 이/가 comes after a noun in 
order to indicate the subject of the sentence.
When 가 is followed by nouns such as 저, 나, 너 it 
becomes 제가, 내가, 네가.
이 is used when a noun ends in a consonant, and  
가 is used when a noun ends in a v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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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2. <보기>처럼 ‘이/가’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이/가.’

①     ㉠

②     ㉡

③     ㉢

④     ㉣

1) 식당(     ) 어디입니까?                   

2) 세탁소(     ) 어디입니까?                     

3) 여기(     ) 시장입니다.                        

4) 편의점(     ) 저기입니다.                    

회사

사무실

집

화장실

연습 1

보기 화장실( 이 )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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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리  한 여기가 기숙사예요.
  This is the dormitory.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Here is the key to your room.

투  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Thank you. By the way what is that?

리  한 가족사진이에요.
 This is my family picture.

줄임말 AbbreviationTip

말하기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Abbreviation is often used in colloquial speech.

· 이것은 → 이건   이것이 → 이게

· 저것은 → 저건   저것이 → 저게

· 그것은 → 그건   그것이 →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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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물건 Objects

문법 2 이에요/예요

명사 뒤에 붙어서 서술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명사가 자음으로 끝날 때: 이에요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 예요

1) 가: 이게 뭐예요?

나: 열쇠예요.

2) 가: 저게 뭐예요?

나: 이불이에요.

3) 가: 이건 화장품이에요?

나: 네, 화장품이에요. 

열쇠 가족사진 가방 지갑
key family picture bag wallet

여권 우산 거울 화장품

빗 헤어드라이어 베개 이불

passport umbrella mirror cosmetics (skin care)

brush hair dryer pillow blanket

이에요 or 예요 is followed by a noun to 
make a declarative statement and/or an 
interrogative statement. 
 이에요 is used while a noun ends in a 
consonant and 예요 is used when a noun 
ends in a v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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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처럼 ‘이에요/예요’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with ‘-이에요/예요.’

연습 2

보기 가: 이게 뭐예요?

나: 화장품이에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가방

여권

이불

우산

1)

2)

3)

4)

가: 이게 뭐예요?                         

나: .

가: 이게 뭐예요?                         

나: .

가: 저게 뭐예요?                         

나: .

가: 저게 뭐예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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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활동

<보기>처럼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reate a conversation with your friends.

가:  여기가 어디예요?

나:  교실이에요.

가:  이게 뭐예요?

나:  컴퓨터예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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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Koreans  have traditionally conducted a life on the fl oor, and sitting on the fl oor has become a signifi cant part of Korean 
culture. Hence, Koreans usually do not wear shoes at home. Moreover, it is not diffi  cult to fi nd restaurants where people 
need to take off  their shoes in order to sit and eat on the fl oor.

한국의 좌식 문화 Floor-sitting culture in Korea

생활필수품(세면도구) Daily necessities (Personal care)

린스 샴푸 비누 칫솔 치약 수건 면도기 휴지 컵
conditioner shampoo soap toothbrush toothpaste towel razor toilet paper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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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여기  ② 저기 ③ 어디 ④  거기

2.  ① 회사  ② 식당 ③ 시장 ④ 마트

3.  ① 열쇠 ② 가방 ③ 우산 ④ 베개

[4~5]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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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1.  ① 집 ② 시장 

 ③ 회사 ④ 마트

2.  ① 미용실 ② 편의점 

 ③ 세탁소 ④ 슈퍼마켓

3.  ① 이불 ② 우산 

 ③ 열쇠 ④ 가방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여기가 입니까?

 나: 사무실입니다. 

① 언제  ② 누구  ③ 어디 ④ 무슨

5. 가: 저게 예요?

 나: 가족사진이에요.

① 왜          ② 뭐          ③ 장소          ④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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