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初級2　목차 - 1 ©The Japan Foundation

목차　『이로도리』 초급 2 (A2)�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제1과　지난주에 막 일본에 왔어요
활동 Can-do

1. みんなを紹介しますね 01 첫 직장에서 직원을 소개받을 때 이름과 역할 등을 이해할 수 있다.

2. 一生懸命がんばります 02 직장 등에서 첫인사를 할 때 다소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3. とても大きい町です 03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4. SNSの自己紹介 04 SNS 커뮤니티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을 수 있다.

한자 단어 山　川　海　島　森　客　観光地　意味　経験　　　

문법 노트

➊ N1 という N2 ホアは「花」という意味です。
➋ V-たばかりです 先週、日本に来たばかりです。
➌ V-ていました ベトナムでは、ホテルで働いていました。
➍ それ／そこ 
　 < 문맥 지시 >

ジャワ島に、ジョグジャカルタという大きい町があります。ウォノソボは、そこから、
バスで 4 時間ぐらいです。

➎ ～て、～
　 ～から、～
　 ～けど、～

お茶の畑がたくさんあって、のんびりしています。
ウランバートルは首都だから、都会ですよ。
首都ではないけど、とてもにぎやかです。

일본 생활 Tips ◦J-POP/Perfume　◦다베 아루키　◦애니송　◦SNS 일본어 학습 그룹

제2과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네요
활동 Can-do

1. どの人ですか？ 05
사람을 찾고 있는 장면에서 그 사람의 특징을 알려 주거나, 특징을 듣고 어떤 사람
인지 특정 지을 수 있다.

2. その写真、だれですか？ 06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생김새나 모습 등을 말할 수 있다.

3. 本当にかっこいいです 07
좋아하는 유명인에 대해 좋아하는 이유나 좋아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할 수 있
다.

4. インタビュー記事 08 사람을 소개하는 간단한 인터뷰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写真　歌　歌手　上手（な）　明るい　長い　短い　着る　立つ　泣く　　　

문법 노트

➊ N1 は N2 が ナA-です／イA-いです ② 江口さんは、髪が短いです。
➋ V-ている +人 ナインさんは、帽子をかぶっている人です。

加藤さんは、あそこで、コピーをしている人です。
➌ Sよ 原さんは、座って、本を読んでる人ですよ。
➍ Sし、～ 三船敏郎は、演技が上手だし、本当にかっこいいです。

일본 생활 Tips ◦일본인과 수염　◦아무로 나미에　◦미후네 도시로/7인의 사무라이　◦커뮤니티지　◦잔업 시간

내 주변 사람들▶ 주제

제3과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어요
활동 Can-do

1. 定食屋のメニュー 09 메뉴를 읽고 요리 이름과 가격, 서비스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다.

2. わさび抜きでお願いします 10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나 가게 직원에게 자신이 못 먹는 음식과 그 이유를 전달할 수 
있다.

3. 人気があるのはお刺身定食です 11 음식점에서 가게 직원에게 좌석과 주문 등의 희망을 전할 수 있다.

4. 予約をしたいんですけど… 12 전화로 음식점 예약을 할 수 있다.

5. レストランのクーポン 13 음식점 쿠폰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한자 단어 注文　会計　予約　電話番号　～様　ご飯　牛乳　生　禁煙　自由　　

문법 노트

➊ S1 ので、S2 今日は自転車で来たので、飲めないんです。
➋ Sよね おすし、わさび、入ってますよね。
❸ Nで～ Ａ：テーブルと座敷がございますが…。　

Ｂ：テーブルでお願いします。
❹ ナA-な／イA-い／ V-る のは、Nです 人気があるのは、お刺身定食です。

일본 생활 Tips
◦정식　◦오카와리/오오모리　◦커피/홍차　◦와사비
◦자전거 룰　◦음식점에서의 흡연　◦프라이(튀김)　◦음식점에서 계산하는 법
◦음식점 쿠폰　◦드링크 바

레스토랑에서▶ 주제



初級2　목차 - 2 ©The Japan Foundation

제6과　여러 곳을 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활동 Can-do

1. 切符・掲示 23 전철표, 차내 표시, 역의 게시문 등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 中禅寺湖に行くつもりです 2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에게 여행 예정 등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3. お客様にご案内いたします 25
역이나 전철 등의 안내 방송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거나, 잘 모를 때 주변 사람
에게 질문할 수 있다.

4. ショーが見られなくて残念でした 26 여행에 대한 감상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5. 旅行の感想 27 SNS에 여행 경험과 감상을 간단하게 올릴 수 있다.

한자 단어 運転　事故　故障　指定席　週末　絵　空　泳ぐ　光る　到着する　　

문법 노트

➊ V-るつもりです 明日は、中禅寺湖に行くつもりです。
➋ V-（られ）て、～
　 V-（られ）なくて、～

いろいろなところに行けて、よかったです。　
ショーが見られなくて、残念でした。

➌ S1 し、S2 し、～ 海で泳げたし、船に乗れたし、楽しかったです。
➍ V-る／ V-ている／ V-た とき、～ 道を歩いているとき、リスを見ました。

ウミネコが近くに来たとき、ちょっとこわかったです。
➎ 【사람】と【사람 수】で 友だちと 2 人でハウステンボスに行って来ました。

일본 생활 Tips
◦신칸센 표　◦일본 관광지3 (오사카/하우스텐보스/다카오산/조도가하마)　
◦구시카츠　◦다코야키

제5과　빨리 예약하는 편이 좋아요

활동 Can-do

1. いつか行ってみたいです 19
일본 관광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2. 景色がきれいなところがいいです 20 친구와 여행 계획을 의논할 수 있다.

3. どんなところに泊まったらいいですか？ 21 계획 중인 여행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다.

4. 旅行の口コミ 22 여행 사이트의 후기를 읽고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自然　交通　船　自転車　旅館　東京　計画　遊ぶ　調べる　出発する

문법 노트

➊ V-（られ）ます < 가능형① > 新鮮なカニとかウニとか食べられますよ。
➋ ～ところ 遊べるところはありますか？
➌ S（보통형）って聞きました
　 S（보통형）って言っていました

うどんがおいしいって聞きました。　
バスが安くて便利だって先輩が言ってました。

➍ 【의문사】V-たらいいですか？ 日光に行くんですけど、何で行ったらいいですか？
➎ V-たほうがいいです
　 V-ないほうがいいです

厚い上着を持って行ったほうがいいですよ。　
できれば、日曜日は行かないほうがいいですよ。

일본 생활 Tips
◦일본 관광지1 (홋카이도/도쿄/교토/오키나와)　◦고속버스　◦일본 관광지2 (닛코/나라/도야마/나가노)　◦스키/스키장

◦호텔/여관/민박/게스트하우스

여행을 가자▶ 주제

제4과　간장에 찍지 말고 드세요

활동 Can-do

1. どこかいい店、ありませんか？ 14 추천 음식점에 관한 소개를 듣고 가게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よく混ぜて食べてください 15 요리의 먹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3. どうやって食べるんですか？ 16 요리의 먹는 방법에 관해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4. 餃子に似ています 17 자기 나라 요리에 대해 요리의 특징, 재료, 먹는 법 등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다.

5. 飲食店の口コミ 18 음식점에 관한 인터넷 후기를 읽고 맛과 가격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한자 단어 塩　油　量　～方　～屋　満足（な）　切る　焼く　入れる　　　

문법 노트

➊ Nなら、～ Ａ：この近くに、おすすめの店がありますか？　
Ｂ：この近くなら、「平兵衛」がおすすめです。

➋ V-て、～
　 V-ないで、～ <

매너 > こちらの野菜の天ぷらは、つゆにつけて食べてください。　
エビはつゆにつけないで、塩をかけて食べてください。

➌ V-ちゃだめです 一度に、そんなにたくさんお肉を入れちゃだめですよ。
➍ V-てから、～ うどんは、お肉と野菜を食べてから、入れましょう。
➎ S1 が、S2 お店は新しくてきれいですが、お昼は混んでいます。

일본 생활 Tips ◦라멘　◦향토 요리　◦쇼유/소스/쓰유/다레　◦데마키즈시　◦군고구마　◦샤부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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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과　비가 내리면 홀에서 합니다

활동 Can-do

1. 掲示板のお知らせ 28 지역 게시판과 우편함에 들어 있는 안내문 등을 보고 주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 ガス点検のお知らせですね 29 지역 이벤트나 안내문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

3. さくら市民センターからお知らせします 30 지역 무선방송에서 이벤트 등의 안내를 듣고 주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4. 盆踊り？　何ですか？ 31
지역 이벤트를 권유받았을 때 등에 이벤트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그 대답을 이해
할 수 있다.

한자 단어 お知らせ　今月　水道　工事　広場　場合　中止　条件　～以上　開く　生産する　

문법 노트

➊ ～たら、～ 雨が降ったら、盆踊りは日曜日にやるよ。　
盆踊りが終わったら、いっしょに居酒屋に行きましょう。

➋ V-（ら）れます < 수동① > 7 月 14 日、「ひかりホール」において、コンサートが開催されます。
➌ V-（られ）ます < 가능형② > 盆踊りは簡単だから、だれでも踊れますよ。

일본 생활 Tips

◦마쓰리와 미코시　◦조나이카이　◦지역 게시판/회람판　
◦지역 방재 무선방송　◦불꽃축제　◦길의 역　
◦봉오도리　◦유카타　◦프리마켓

지역 이벤트▶ 주제

제8과　포장마차는 어딘지 아세요?

활동 Can-do

1. 国際交流フェスティバルのチラシ 32 이벤트 프로그램을 보고 공연의 시간이나 내용 등 주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 スピーチコンテストは、もう始まりましたか？ 33
이벤트 회장에서 담당자 등에게 시간이나 장소 등을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

3. だれでも参加できますか？ 34
자신이 참가하고 싶은 이벤트의 참가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담당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4. 皆様にお願いいたします 35
이벤트 회장에서 안내나 주의 사항 등의 안내 방송을 듣고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5. 国際交流祭りの感想 36 이벤트에 참가한 친구가 SNS에 올린 간단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6. イベントの感想 37 SNS에 자신이 참가했던 이벤트에 대해 간단하게 글을 올릴 수 있다.

한자 단어 来年　会場　世界　体験　国際交流　禁止　紙　始まる　申し込む　　　

문법 노트

➊ もう V-ました
　 まだ V-て（い）ません

Ａ：スピーチコンテストは、もう始まりましたか？
Ｂ：まだ始まってません。

➋ まだ V-ます イベント、まだやってますか？
➌ 【의문사】＋ S（보통형）か、～ 明日のフリーマーケットは、何時からか、わかりますか？

일본 생활 Tips ◦국제교류 페스티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가라오케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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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과　성인의 날은 무엇을 하나요?

활동 Can-do

1. 20 歳になった人をお祝いするんだよ 38 일본의 연중행사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2. 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9 연말연시 등의 휴가 중에 무엇을 했는지, 어땠는지 등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3. 田舎に帰って家族でお祝いします 40 자기 나라의 축제나 행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다.

4. イベントの記事 41 자신이 참가한 지역 이벤트에 대한 기사를 읽고 대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5. 新年のメッセージ 42 새해 인사를 써서 보낼 수 있다.

한자 단어 今年　昨年　毎年　文化　祭り　正月　～式　大人　米　特別（な）　　

문법 노트

➊ ～んですか？ 成人の日は、何をするんですか？
➋ Nしか＋부정문 乗り物に 3 つしか乗れませんでした。
➌ Nだけ 今年は、1 日だけ実家に帰りました。
➍ V-たりして、～ 友だちといっしょに買い物をしたりして、楽しかったです。
➎ V-なくちゃならない 甥や姪にお年玉をあげなくちゃならないし、大変でした。
➏ V-れます < 가능형③ > DVDもたくさん見れました。

久しぶりに、実家の母の料理を食べれてよかったです。
➐ S（보통형）＋人が～

S（보통형）＋人も～
春節は、田舎に帰る人が多いです。
最近では、海外に旅行する人もいます。

➑ V-ながら、～ ソンクラーンは、町を歩きながら、みんなで水をかけ合います。
➒ Nによって レバランは、年によって違います。

일본 생활 Tips ◦일본의 설날　◦성인의 날　◦일본의 연중행사　◦모치쓰키

연중행사와 매너▶ 주제

제10과　어떤 옷을 입고 가면 되나요?

활동 Can-do

1. 今からお見舞いに行くんです 43
일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관한 매너와 습관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
할 수 있다.

2. 食器は自分で片付けなくちゃ 44 일본과 자기 나라의 매너와 습관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거나 코멘트를 할 수 있다.

3. 国によって違うんですね 45 다문화 체험에서 생긴 일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4. 日本の習慣についての記事 46 매너나 습관의 차이에 관한 인터넷 글을 읽고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服　袋　自分　店長　全員　習慣　普通　暗い　怒る　入院する　　

문법 노트

➊ 【의문사】V-ばいいですか？ お葬式には、何を持って行けばいいですか？
➋ V-ては いけません／だめです
　 Vちゃ いけません／だめです

信号が赤のときは、横断歩道を渡ってはいけませんよ。　
バスの中では、話しちゃだめだよね。

➌ V-なくちゃ 食器は自分で片付けなくちゃ。
➍ V-るように、～
　 V-ないように、～

次の人がすぐに席に座れるように、食器を片付けます。　
トイレがつまらないように、紙はごみ箱に捨てます。

➎ V-（ら）れます < 수동② > お店の店長さんに、「今度から気をつけて」と注意されました。
➏ S（보통형）の？ お金を払わないで、ジュース飲んだの？
➐ V-なきゃ ちゃんとお金を払ってから飲まなきゃ。

일본 생활 Tips
◦장례식　◦휴대전화 매너　◦결혼식 파티　◦병문안　
◦신축 파티　◦지방 고유의 풍습　◦푸드코트　◦오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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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과　이 청소기는 가볍고 작동하기 쉽네요

활동 Can-do

1. どこで買ったらいいですか？ 51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무엇을 어디서 사면 되는지 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상의
할 수 있다.

2. フリマアプリ 52 프리마켓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해 전기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3. 商品の比較表 53 가전양판점에서 전기제품의 비교표와 가격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4. これ、安くなりますか？ 54
전기제품을 살 때 매장 직원에게 상품에 대해 질문하거나 싸게 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한자 단어 商品　値段　価格　消費税　税別　店員　親切（な）　重い　軽い　変わる　　

문법 노트

➊ V-るまで、～ 手元に届くまで、2 日しかかかりませんでした。
➋ V-やすいです
　 V-にくいです

どっちが使いやすいですか？　
この掃除機は、重くて、使いにくいですね。

➌ N1 と N2（と）、どちら／どっちが～か？
　 （N1 より）N2 のほうが、～。

Ａ：どっちが使いやすいですか？　
Ｂ：セーシバの掃除機のほうがスギシタより軽くて、動かしやすいですよ。

일본 생활 Tips ◦프라마 사이트/프라마 앱　◦가격 흥정

제11과　포인트 카드를 깜박하고 말았어요

활동 Can-do

1. 着てみてもいいですか？ 47 의류점 등에서 색이나 사이즈 등의 희망을 알리고 사고 싶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2. 自転車を盗まれました 48 쇼핑 중 등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3. トイレに忘れたと思います 49 물건을 분실했을 때, 특징과 분실 장소 등을 알릴 수 있다.

4. お客様のお呼び出しを申し上げます 50 쇼핑몰 등 매장 내 방송을 듣고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色　赤　青　黒　白　女性　男性　急に　営業する　案内する　　

문법 노트

➊ V-てみてもいいですか？ このセーター、着てみてもいいですか？
➋ ナA- ／イA- すぎます この色はちょっと派手すぎます。
➌ ナA-な／イA-い の もうちょっと大きいの、ありますか？
➍ Nを V-（ら）れます < 수동③ > （私は）自転車を盗まれました。
➎ S（보통형）かもしれません もしかしたら、バッグをとられたかもしれません。
➏ V-てしまいました ポイントカード、忘れてしまいました。

일본 생활 Tips
◦옷 사이즈　◦긴급 시의 전화번호　◦포인트 카드　◦쇼핑센터의 인포메이션　
◦세일　◦백화점 특설 페어

현명한 쇼핑▶ 주제

제13과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활동 Can-do

1. 市の行事に使われてます 55
시설 등을 안내받았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2. はじめて利用するんですが… 56 헬스장 등 공공시설의 이용 방법과 규칙 등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3. 図書館を使いたいんですが… 57 도서관에서 이용 방법이나 규칙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

4. 図書館の利用案内 58
외국인을 위한 쉬운 일본어로 쓰인 도서관 이용 안내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
다.

5. 禁止の表示 59 시설 내에 있는 「촬영 금지」 등의 표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市　料金　図書館　道具　～点　必要（な）　借りる　返す　開く　閉まる　利用する　

문법 노트

➊ V-（ら）れます < 수동④ > この建物は、2 年前に建てられました。
➋ V-てあります 昔、使われた道具とか、いろいろな資料を展示してあります。
➌ N1 だけじゃなくて、N2 も～ 本だけじゃなくて、CDとか、DVDもただで借りられます。
➍ Nなら、～ 返却は、市内の図書館なら、どこに返してもいいです。
➎ 【의문사】V-ても、～ 返却は、市内の図書館なら、どこに返してもいいです。

일본 생활 Tips ◦공공 문화시설/체육시설　◦도서관　◦쉬운 일본어

다양한 서비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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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과　앞머리는 좀 더 짧게 잘라줄 수 있나요?

활동 Can-do

1. 自転車の空気を入れたいんですが… 60 택배나 세탁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설명을 듣고 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郵便局からの連絡 61 우편물 등의 부재 연락표를 읽고 재배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3. どのぐらい切りますか？ 62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어떤 머리 모양을 할 것인지 희망을 전할 수 있다.

4. 外国の方のために、いろいろなサービスがあります 63 국제교류협회 등에서 외국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듣고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外国　情報　相談　質問　窓口　郵便局　近所　自動　洗う　入力する　　

문법 노트
➊ ナA-に／イA-く V 全体的に短く切ってください。
➋ Nのために、～ 外国の方のために、いろいろなサービスがあります。

일본 생활 Tips ◦세탁 서비스　◦택배　◦이발소/미용실　◦외국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15과　회의실 전기가 켜진 채였어요

활동 Can-do

1. エコ活動の貼り紙 64 직장 등에 붙어 있는 친환경 활동에 관한 벽보를 보고 주의점 등을 이해할 수 있다.

2. 水がもったいないですよ 65
자신이 환경을 위해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해할 수 있다.

3. ごみの分け方・出し方 66
쓰레기 배출법에 관한 설명을 읽고 버리고 싶은 쓰레기를 언제 버리면 되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4. どうやって捨てればいいですか？ 67 쓰레기 배출법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温度　危険　～種類　消す　捨てる　出す　分ける　燃える　決める　設定する　　

문법 노트
➊ V-たままです 会議室の電気がついたままでしたよ。
➋ V-るのにいいです マイストローは、ごみを減らすのにいいんですよ。

일본 생활 Tips ◦쿨비즈　◦비닐봉지와 마이백　◦쓰레기 분리수거

자연과 환경▶ 주제

제16과　지진이 나도 당황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활동 Can-do

1. 緊急地震速報です 68
재해를 알리는 뉴스와 안내 방송을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2. 避難訓練を始めます 69 방재훈련의 설명과 지시를 듣고 훈련방법과 주의점을 이해할 수 있다.

3. 地震が起こったときは… 70
방재훈련 등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을 듣고 대체적인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다.

4. 避難所はどこですか？ 71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위 사람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防災パンフレット 72 외국인을 위한 쉬운 일본어로 쓰인 방재 팸플릿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地震　台風　外　声　危ない　大切（な）　心配（な）　集まる　進む　　　

문법 노트

➊ V （명령형）　
V-るな （금지 명령형）

急げ。こっちに集まれ。　
走るな。

➋ V-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できるだけ煙を吸わ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➌ V-（られ）なくなります ドアが開かなくなると、外に逃げられなくなります。
➍ Sても、～ 大きな地震が来ても、あわてて動かないでください。
➎ V（보통형）かどうか、～ 店が開いてい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けど…。

일본 생활 Tips
◦자연재해와 해저드 맵　◦비상 배낭과 방재용품　◦매그니튜드와 진도　
◦일본의 지방 구분　◦방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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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과　전보다 일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활동 Can-do

1. 日本の生活には慣れましたか？ 73 일본에 와서 겪은 일과 생활의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2. 知らないことばが多くて大変でした 74 직장 사람 등에게 최근 업무에 관한 상황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3. 近況報告のメッセージ 75 일본어를 가르쳐 준 선생님 등에게 간단한 근황 보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한자 단어 最近　授業　問題　大変（な）　困る　違う　慣れる　増える　笑う　苦労する　　
문법 노트 ➊ V-（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最近は、ほかの人にお店の情報を教え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일본 생활 Tips ◦와다이코(일본 북)　◦칭찬받았을 때　◦일본 TV드라마

제18과　장래에 제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활동 Can-do

1. すしの職人になりたいです 76 자신의 장래의 꿈이나 희망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2. 最初はすごく苦労したよ 77
일본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의 경험이나 조언을 듣고 대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3. みなさんには、とても親切にしてもらいました 78 송별회 등에서 간단한 에피소드를 담아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

한자 단어 希望　募集　特に　住む　建てる　続ける　考える　役に立つ　卒業する　留学する　　

문법 노트

➊ V-（よ）うと思います／思っています 将来は、タイで、自分の会社を作ろうと思います。
➋ V-るために、～ 日本に住むために、もっと日本語をがんばろうと思います。
➌ V-てあげます 両親に、家を建ててあげるつもりです。
➍ V-てもらいます JF工業のみなさんには、とても親切にしてもらいました。
➎ V-てくれます 山内さんは、私にたくさん、日本語を教えてくれました。

일본 생활 Tips ◦장인　◦송별회　◦일본어 공부법

나의 인생▶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