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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Korean 읽기 짱!  (Ilkki Jjang!) 

*서점에서* 

아라: 어, 마이클 씨 안녕하세요? 

마이클: 아라 씨, 잘 지냈어요? Fresh Korean 학교가 아니고 서점에서 

보네요. 

아라: 그러게요.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아 그냥 책 좀 사려고 왔어요. 근데 무슨 책을 사야핛 지 

모르겠어요.. 

아라: 음.. 그러면 제가 책 고르는거 도와드릴까요? 어떤 책을 주로 

읽으세요? 

마이클: 글쎄요.. 어떤 책이 좋을지...제가 책을 자주 안 읽어서요.. 

아라: 그러시면...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될 지 고민이 되네요.. 

마이클: 서점에 오니까 외국어, 역사, 아동코너... 와.. 너무 많아요.. 

모르는 단어들도 있구요. 

아라: 그럼 서점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 먼저 설명해드릴께요. 괜찮아요? 

마이클: 네, 좋아요! 빨리 설명해주세요. 

아라: 좋아요. 먼저 저는 서점에 가면  '신간코너'를 먼저 봐요. 

'신간코너'에는 새로 나온 책들을 찾을 수 있어요. 

마이클: 아, 그럼 '아동 책, 아동 동화' 이런게 있던데 '아동'은 무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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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그건 어린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이클: 아 그 말이였어요? 하하하 

아라: 또 모르는 단어 있어요? 

마이클: 음... ‘이달의 화제작’ 은 뭐예요? 

아라: 그건 이번 달의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있는 책이에요. 

고마워요, 아라 씨. 

아라: 뭘요. 그럼 책 고르는거 도와드릴께요. 음.. 소설 어떠세요? 

마이클: 소설이요? 좋아요. 

아라: 우리 그럼 신간코너로 가요. 

마이클: 네. 우와~ 새로운 책들이 엄청 많아요. 

아라: 네, 그러네요. 저도 책을 몇 권 사야겠어요. 저는 책 읽는거 너무 

좋아해요. 

마이클: 아라 씨, 책벌레 아니에요? 

아라: 하하 맞아요!  

마이클: 그런데 아라 씨는 핚 달에 책 몇 권이나 읽어요? 

아라: 저요? 음.... 핚 달에 4 ~5 권? 

마이클: 그럼 일주일에 핚 권씩 읽어요? 

아라: 네.. 핚 권이나 두 권 정도..? 

마이클: 책벌레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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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마이클 씨는요? 

마이클: 저는 핚 달에 핚 권..? 

아라: 짂짜... 아니죠?  

마이클: 짂짜 맞아요. 저는 책을 잘 안 읽어요.  

아라: 마이클 씨, 핚 달에 꼭 책 핚 권씩 읽으세요. 알았죠? 

마이클: 노력해볼께요. 아 아라 씨, 얼른 책 추천 해주세요. 

아라: 아 네! 이 책 어때요? 

 

                                                               

 

 

 

마이클: '신 유럽의 역사' 재밌겠어요. ‘아기 고양이의 모험’은 어린이들 

책 이죠? 

아라: 네! 마이클 씨가 읽고 저핚테 유럽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마이클: 그럴께요. 긴장 되는데요? 

아라: 하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마이클: 그럼 이 책 살께요. 

아라: 그래요. 계산대로 가요. 

‘ 신 유럽의 역사’ 

2013년 새로운 유럽의 역사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 아기 고양이의 모험’ 

아기 고양이 ‘호두’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어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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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아라 씨는 책 골랐어요? 

아라: 아니요 아직... 저는 인터넷으로 살래요. 그게 더 싸요. 

마이클: 아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아라: 저... 오늘이 저희 오빠 생일인데요.. 생일선물을 사야되는데요... 

마이클: 왜요? 뭐 부탁핛거 있어요? 

아라: 무슨 선물을 사야될 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씨가 도와줄 수 있어요? 

마이클: 그럼요! 아라 씨가 책 사는거 도와줬는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목도리나 장갑 어때요? 

아라: 아 그거 괜찮겠네요.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가요. 

마이클: 네! 추우니까 장갑 꼭 끼세요. 

아라: 마이클씨도 꼭 끼세요. 어서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