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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로도리』 입문 (A1)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제1과　안녕하세요

활동 Can-do

1. こんにちは 01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할 수 있다.

2. お先に失礼します 02 다른 사람과 헤어질 때 인사할 수 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3 다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거나 사과할 수 있다.

4. メッセージスタンプ 04 「안녕」이나 「고마워」 등의 문자 이모티콘을 보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히라가나 단어 히라가나

일본 생활 Tips ◦인사 제스처　◦「사요나라(さようなら)」 인사　◦「스미마셍(すみません)」을 사용하는 경우

일본어 첫걸음▶ 주제

제2과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활동 Can-do

1. もういちど、お願いします 05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다시 물어볼 수 있다.

2. 日本語、できますか？ 06 일본어나 다른 외국어가 가능한지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3. これは日本語で何と言いますか？ 07 일본어 표현을 모를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

가타카나 단어 가타카나

일본 생활 Tips ◦재류 카드　◦오뎅　◦줄임말　◦모기

제3과　잘 부탁드립니다

활동 Can-do

1. はじめまして 08 이름이나 출신 등을 말하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2. 名札 09 명찰 등에 자신의 나라와 이름을 쓸 수 있다.

3. ご出身は？ 10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이나 출신 등을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4. 申込書 11 신청서에 성명, 국적, 생년월일 등을 기입할 수 있다.

한자 단어 名前　国　私

문법 노트

➊	Nです
　 N1 は N2 です

トンです。
私はマルシアです。

➋ 【장소】から来ました ブラジルから来ました。
➌	Nは？ お名前は？
➍	Sか？ みなさんは、友だちですか？
➎	Nも ケマラさんも、ベトナムからですか？
➏ Nじゃないです ベトナムじゃないです。

일본 생활 Tips ◦일본의 문자　◦이름 부르는 법　◦원호

나에 대해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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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　도쿄에 살고 있어요

활동 Can-do

1. 夫と子どもです 12 가족 소개를 듣고 가족 멤버(구성원)를 이해할 수 있다.

2. 25 歳です 13 사는 곳이나 나이 등을 질문하거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3. ペットのジョンです 14 사진을 보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등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4. 友だちと海！ 15 친구의 짧은 SNS 글을 읽고, 사진을 단서로 화제를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父　母　子ども　日本

문법 노트

➊	N1 と N2 夫と子どもです。
➋	【의문표현】ですか？ 何歳ですか？
➌	【장소】に住んでいます 家族は、フィリピンに住んでいます。
➍	N1 の N2 私の母です。

ペットのジョンです。
일본 생활 Tips ◦일본의 주요 도시　◦나이를 묻다　◦일본의 바다

제5과　우동을 좋아해요

활동 Can-do

1. 魚、好きですか？ 16 음식의 호불호를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다.

2. わさびは、ちょっと… 17 일본 음식에 대해, 호불호를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3. お茶、飲みますか？ 18 음료를 권유받았을 때 무엇을 마실지 등 대답할 수 있다.

4. 朝ご飯は、あまり食べません 19 아침밥으로 무엇을 먹는지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5. 今日の朝ご飯 20 식사 사진에 간단한 설명을 달아 SNS에 올릴 수 있다.

한자 단어 水　食べます　飲みます

문법 노트

➊	Nが好きです
	 Nは好きじゃないです

肉と野菜が好きです。
魚は好きじゃないです。

➋ Nはちょっと… わさびは、ちょっと…。
➌ V-ますか？（マス형）
	 V-る？（사전형）

お茶、飲みますか？
何、飲む？

➍ Nを V-ます シリアルを食べます。
➎	（Nは）V-ません
	 （Nは）V-ないです

私は、朝ご飯は、あまり食べません。
私も、食べないです。

➏	【いつも／よく】V-ます
 <빈도>

 
	 あまり V-ません

私は、パンと、卵と、ヨーグルトをよく食べます。
朝ご飯は、あまり食べません。

일본 생활 Tips
◦일본 음식(사시미와 스시/덴푸라(튀김)/우동과 소바/카레)　◦돈부리 모노(덮밥류)

◦외국인이 꺼리는 일본 음식　◦니혼슈　◦일본의 조식

좋아하는 음식▶ 주제

제6과　치즈버거 주세요

활동 Can-do

1. ハンバーガー店のメニュー 21 패스트푸드점의 메뉴를 보고 어떤 음식과 음료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 こちらでおめしあがりですか？ 22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할 수 있다.

3. 私はカレーにします 23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 무엇을 먹을지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4. 枝豆 2 つください 24 음식점에서 요리를 주문하거나 접시나 컵 등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飲食店の看板 25 음식점 간판을 보고 어떤 가게인지 알 수 있다.

한자 단어 魚　肉　好き（な）

문법 노트

➊ N、お願いします
	 N、ください

ホットコーヒー、お願いします。
これ、ください。

➋ Nにします 私は、うどんにします。
➌ N、【숫자】お願いします
	 N、【숫자】ください

生ビール 3 つと、ウーロン茶 1 つ、お願いします。
枝豆 2 つ、ください。

➍	N（は）ありますか？ マヨネーズ、ありますか？
일본 생활 Tips ◦일본 햄버거 가게　◦식권　◦이자카야(선술집)　◦가라아게　◦오쓰마미(안주)　◦맥주　◦물수건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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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과　방이 4개 있습니다

활동 Can-do

1. ここは台所です 26 집 안을 안내받으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집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2. 電子レンジはありますか？ 27 집과 방에 필요한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다.

3. ちょっとせまいです 28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집은 어떤지 질문받았을 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

4. アパートに住んでいます 29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5. 洗濯機・エアコンのボタン 30
에어컨의 리모컨 등 가전 제품을 조작하기 위한 표시를 보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
는지 알 수 있다.

한자 단어 家　新しい　広い　古い

문법 노트

➊	ここは【장소】です ここは玄関です。
➋ 【장소】に Nがあります
	 【장소】に Nが【숫자】あります

ここに階段があります。
1 階に部屋が 4 つあります。

➌	（Nは）ありません
	 （Nは）ないです

トースターはありません。
ベッドはないです。

➍ ナA-です
	 イA-いです

家は静かです。
ちょっとせまいです。

➎ ナA-じゃないです
	 イA-くないです

アパートは、あまり静かじゃないです。
寮は広くないです。

일본 생활 Tips ◦일본의 주택　◦이불　◦일본 주택의 종류　◦일본의 주소 시스템

집과 직장▶ 주제

제8과　야마다 씨는 어디에 있나요?

활동 Can-do

1. ここで打ち合わせをします 31 직장의 공간을 안내받으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어떤 공간인지 알 수 있다.

2. 食堂にいます 32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3. はさみは、そこにあります 33 직장 등에서 물건이 있는 곳을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4. 部屋の表示 34 공간 입구에 붙어있는 표시를 보고 어떤 공간인지 알 수 있다.

한자 단어 上　下　中

문법 노트

➊	【장소】で V-ます ここで着替えます。
➋ 【사람】は【장소】にいます 山田さんは、食堂にいます。
➌	（【사람】は）いません
	 （【사람】は）いないです

辻さんは、いませんね。
アマンダさん、いないですね。

➍	【무언가】は【ここ／そこ／あそこ】にあります はさみは、そこにあります。
➎	Nの【위치】にあります 引き出しの中にあります。

일본 생활 Tips ◦유니폼　◦차　◦팩스

제9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활동 Can-do

1. 何時に起きますか？ 35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을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2. 1 日のスケジュールを説明します 36 직장에서 하루 스케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3. スケジュールボード 37 직장의 화이트보드를 보고 다른 사람의 스케줄을 대략 알 수 있다.

4. 私は日曜日がいいです 38 일정을 정하기 위해, 사정을 서로 물어볼 수 있다.

한자 단어 月　火　水　木　金　土　日　～曜日

문법 노트

➊	【시간】に V-ます
	 【시간】ごろ V-ます

5 時に起きます。
11 時ごろ寝ます。

➋ 【시간】から【시간】まで 12 時から 1 時まで、昼休みです。
➌	【날짜와 시간】がいいです 私は、土曜日がいいです。

일본 생활 Tips ◦조례　◦공영 풀장　◦영화를 보다

하루하루의 생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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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과　스테이플러 빌려주세요

활동 Can-do

1. ちょっと手伝ってください 39 직장에서 짧고 간단한 지시를 듣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해할 수 있다.

2. すみません、いくつですか？ 40 직장에서 지시받았을 때 중요한 점을 확인하거나 다시 물어볼 수 있다.

3. 仕事のメモ 41 직장에서 손으로 쓴 간단한 메모를 보고 지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4. スマホの充電器、ありますか？ 42 직장 등에서 빌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빌려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5. チェックリスト 43 비품 목록을 보고 필요한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한자 단어 朝　昼　夜　～時　～分　～半　～枚

문법 노트

➊	V-てください
	 V-て
	 V-てくれる？

ちょっと、手伝ってください。
そこのドライバー、取って。
窓、閉めてくれる？

➋ Nですね <확인> A：これ、コピー、30 枚お願い。
B：はい、30 ですね。

➌	N、貸してください
	 N、借りてもいいですか？
	 N、いいですか？
	 N、ありますか？

ホチキス、貸してください。
すみません。借りてもいいですか？
これ、いいですか？
スマホの充電器、ありますか？

일본 생활 Tips ◦일본식 영어　◦스마트폰 충전　◦24시간제

제11과　어떤 만화를 좋아하나요?

활동 Can-do

1. 趣味は何ですか？ 44 취미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

2. 「ドラゴンボール」が大好きです 45 취미나 좋아하는 것을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3. うちでゆっくりします 46 쉬는 날에 무엇을 하는지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4. SNSのプロフィール 47 SNS의 간단한 프로필을 읽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読みます　聞きます　見ます　本　友だち　何

문법 노트

➊	Nは何ですか？ 趣味は、何ですか？
➋ どんな N どんなスポーツが好きですか？
❸ あまり ナA-じゃないです／イA-くないです <규모> スポーツは、あまり好きじゃないです。
➍ 【いつも／たいてい／よく／ときどき】V-ます

 <빈도>
 

	 【あまり／ぜんぜん】V-ません
休みの日は、たいてい、映画を見ます。
スポーツは、ぜんぜんしないね。

➎ 【사람】と【사람】で V-ます 夫と公園でテニスをします。
일본 생활 Tips ◦일본 만화　◦일본 게임　◦일본 문학　◦축구/럭비　◦파친코

내가 좋아하는 일▶ 주제

제12과　함께 마시러 가지 않을래요?

활동 Can-do

1. イベントの案内 48 행사 안내문을 보고, 날짜와 장소 등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2. 来週、夏祭りがありますね 49 행사 등에 갈지 말지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3. いっしょに行きましょう 50 상대에게 권하거나 권유받았을 때 자신의 사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4. 誘いの返事 51 친구로부터의 간단한 제안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쓸 수 있다.

한자 단어 ～年　～月　～日　今日　今週　今度　

문법 노트

➊	【날짜와 시간】に【장소】で【행사】があります 日曜日に、さくら公園でタイフェスティバルがありますね。
➋ Nに行きます 明日の忘年会に行きますか？
❸	V-ませんか？ いっしょに行きませんか？
➍ V-ましょう また今度行きましょう。
➎ V-に行きます みんなで、いっしょに焼肉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일본 생활 Tips ◦나쓰 마쓰리(여름 축제)　◦일본의 산　◦『남자는 괴로워(男はつらいよ)』 시리즈　◦가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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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과　이 버스는 공항으로 가나요?

활동 Can-do

1. 何番線ですか？ 52
전철이나 버스 등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지 아닌지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

2. すみません、今どこですか？ 53
역 이름을 알려주는 차내 안내 방송을 듣고, 잘 모를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다

3. 1 時間ぐらいかかります 54 집에서 직장까지의 교통수단과 소요 시간을 말할 수 있다.

4. 市役所まで、どうやって行きますか？ 55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

5. 駅の中の表示 56 역에서 자주 보는 표시를 보고 의미를 알 수 있다.

한자 단어 東　西　南　北　会社　来ます　行きます　乗ります　

문법 노트

➊	この【탈 것】は【장소】に行きますか？ このバスは、空港に行きますか？
➋ ここは【장소】ですか？ ここは、どこですか？
❸	【탈 것】で来ます バイクで来ます。
➍ 【시간/기간】かかります 1 時間半かかります。
➎ 【장소】で【탈 것】に乗ります
	 【장소】で【탈 것】を降ります

ここから、12 番のバスに乗ります。
バスセンターで、バスを降ります。

➏ 【장소】から【장소】まで ここから新みなと駅まで、電車に乗ります。
일본 생활 Tips ◦출퇴근 모습　◦교통수단 이용 방법

거리를 걷다 ▶ 주제

제14과　커다란 건물이네요

활동 Can-do

1. トイレはどこですか？ 57 외출한 곳에서 화장실이나 ATM 등의 장소를 질문할 수 있다.

2. 今、改札の前にいます 58 자신이 있는 장소를 전화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다.

3. ここは十条商店街です 59 동네의 여러 장소를 안내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감상을 전달할 수 있다. 

4. 街にある看板 60 가게나 레스토랑 등의 게시글을 보고 영업시간이나 휴업일 등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단어 大きい　小さい　高い　低い　前　後ろ　横

문법 노트

➊	【장소】に N（は）ありますか？ この近くに、コンビニはありますか？　
➋ Nの【지역】にいます 今、改札の前にいます。
➌ ナA-な Nですね
	 イA-い Nですね

にぎやかな通りですね。
広い公園ですね。

일본 생활 Tips ◦코인 로커(물품 보관함)　◦자동판매기　◦ATM　◦일본의 강　◦일본의 높은 건축물　◦와비 · 사비

제15과　건전지를 찾고 있는데요……

활동 Can-do

1. どこで買えますか？ 61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디에서 사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
할 수 있다.

2. フロアガイド 62 매장의 층별 안내를 보고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다.

3. カメラは何階ですか？ 63
쇼핑센터 등에서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매장 직원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
해할 수 있다.

4. わあ、かっこいいですね 64 친구 등과 쇼핑을 하면서 상품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5. 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の表示 65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자주 보이는 표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한자 단어 入口　出口　～階　押す　引く　安い

문법 노트

➊	Nがほしいんですが 電池がほしいんですが、どこで買えますか？
延長コードがほしいんですが…。

➋ ナA-ですね
	 イA-いですね
	 ナA！
	 イA-い！

このコート、おしゃれですね。
この傘、おもしろいですね。
このコート、すてき！
このバッグ、かわいい！

일본 생활 Tips ◦일본의 여러 가게　◦층수 세는 법　◦우산　◦화장실 호칭　◦엘리베이터 버튼

가게에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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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과　이거 얼마인가요?

활동 Can-do

1. 1,980 円です 66 상품의 가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2. あの Tシャツ、いくらですか？ 67 매장 직원에게 가격을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

3. ひき肉 200gください 68 쇼핑할 때 필요한 양이나 수를 전달할 수 있다.

4. こちら、温めますか？ 69 편의점 계산대에서 젓가락을 가져갈지, 봉투에 넣을지 등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5. 割引表示 70 매장에서 할인 표시를 보고 상품의 가격을 알 수 있다.

한자 단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문법 노트

➊ 【これ／それ／あれ】(は）いくらですか？ これ、いくらですか？
➋ 【この／その／あの】N そのカレンダー、いくらですか？
➌ 【양】ずつ チョコレートケーキとチーズケーキ、2 個ずつお願いします。

일본 생활 Tips ◦일본의 지폐/동전　◦가격 묻기　◦마네키네코　◦다이야키(붕어빵)　◦고로케　◦오니기리(주먹밥)　◦전자화폐

제17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활동 Can-do

1. 週末は何をしましたか？ 71 쉬는 날에 한 일을 질문받았을 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

2. 楽しかったです 72 쉬는 날에 한 일과 그에 대한 감상을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3. 家族で水族館に行きました 73 SNS의 간단한 글을 읽고 사진을 근거로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4. 料金表 74 주변 시설의 요금표를 보고 얼마를 지불하면 되는지 알 수 있다.

5. 今、家に着きました 75 함께 나갔던 사람에게 나중에 감상을 쓴 간단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한자 단어 百　千　万　～円　休み　映画　日本語　勉強します　買います　

문법 노트

➊ V-ました
	 V-ませんでした

家でゆっくりしました。
週末は、何もしませんでした。

➋ 何も V-ませんでした
	 どこにも V-ませんでした

週末は、何もしませんでした。
私は、どこにも行きませんでした。

➌ ナA-でした
	 イA-かったです

「ゴジラ」は、まあまあでした。
国際フェスティバルは、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

➍ Nでした とてもいい天気でした。
➎ Nじゃなかったです
	 ナA-じゃなかったです
	 イA-くなかったです

温泉に入りました。でも、露天風呂じゃなかったです。
富士山に登りました。あまり大変じゃなかったです。
お客さんは、あまり多くなかったです。

일본 생활 Tips ◦고지라　◦수족관　◦만화 카페/인터넷 카페

제18과　온천에 들어가고 싶어요

활동 Can-do

1.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の予定は？ 76 쉬는 날에 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2. 日本で何がしたい？ 77 일본에서 하고 싶은 일을 질문받았을 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

3. 船に乗りました 78 쉬는 날에 한 일에 대해 SNS에 간단한 글을 올릴 수 있다.

4. はじめて露天風呂に入りました 79 여행지에서 한 일과 그 감상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다.

한자 단어 温泉　予定　来週　会います　入ります　旅行します

문법 노트

➊ V-たいです 炊飯器が買いたいです。
➋ どこか V-ます どこか旅行したいです。
➌ S1。あと、S2。 雪が見たいです。あと、温泉に入りたいです。
➍	【장소】へ行きます 京都へ行きたいです。
➎ S1。それから、S2。 露天風呂に入りました。それから、温泉の近くで、鶏の天ぷらを食べま

した。
➏ S1。それに、S2。
 S1。でも、S2。

気持ちよかったです。それに、景色もきれいでした。
おいしかったです。でも、ちょっと高かったです。

일본 생활 Tips
◦골든위크　◦도쿄 디즈니 리조트　◦신칸센　◦후지산 등산　◦일본의 애니메이션/너의 이름은/도라에몽　
◦도라야키　◦요코하마　◦온천

쉬는 날에▶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