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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do I watch the featured K-drama scenes?
It wouldn ’t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we are a YouTube
generation. YouTube gives us direct access to endless information.
The scripts contained in this book have been approved by the selected
Korean drama (K-drama) shows’ original broadcasting networks and
writers and the scenes can be viewed on YouTube via the provided
links, search terms, and QR codes at any time. This book features not
only the most beloved K-drama shows aired since 2012 but also their
most-viewed scenes. It takes less than five minutes to watch the scenes
featured in each chapter, so all you need is access to the Internet and
YouTube to study Korean language anywhere and anytime.
2. How is this book structured?
This book is mainly structured around video scripts. Though the videos
are each only about five minutes long, there is much to be learned
from the content of each script. While this book was created with
students with intermediat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s its target
audience, the vocabulary and grammar exercises range from beginner
to advanced, allowing for students at different levels of proficiency to
make use of the book as they see fit. Essential vocabulary and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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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About the Book

1. 드라마는 어떻게 보나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를 유튜브에
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의 대본은 방송사와 작가의 허락을 얻어
실었고,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링크와 검색어, QR
코드를 제시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 방영된 가장 핫한 드라마를 선정했
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안에서도 클릭 수가 월등히 높은, 많은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영상도 길지 않은 5분 내외로, 짧은 시간
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할 수 있다면, 유튜브만 접속할 수 있다면
언제든 공부할 수 있습니다.

2.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교재는 기본적으로 영상 대본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짧은 5분 안팎
의 영상이지만 대본 내용을 풀어 보면 배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난이도
는 중급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유학생에게 맞추었지만, 단어나 문법
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제시했으므로 자신의 실력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
다. 꼼꼼하게 설명한 단어와 문법 그리고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 드라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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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explained in detail and exercise questions help you understand the
various expressions used in the featured scenes to make your learning
experience fun and applicable.
3. What Korean language skills can I strengthen through this book?
This book focuses on introducing colloquial Korean language
expressions that are widely used in everyday contexts, which will
expand the spectrum of your speaking skills. Also introduced in the
book are trendy and popular expressions, catching you up to speed on
the latest loanwords, abbreviations, acronyms, slang, and idioms used
among young people today. Moreover, the characters and storylines
of each show offer wider insight into Korean culture through food,
fashion, and entertainment, as well as display values unique to the
culture. These unforgettable scenes and beloved shows aren’t made
overnight—they are the sum of the efforts of writers, actors, directors,
and countless staff. The process of learning the scenes does more than
simply help you gain command of the Korean language; it enables you
to absorb the essence of Korean culture.
4. Who is this book for?
This book is for all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above beginner
level. Even if you frequently watch K-dramas, it is difficult to retain
more than 10 percent of the linguistic content without further practice
of the vocabulary and grammar. Rather than acting as a teacher,
this book will be a friend who helps you learn and remember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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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면서 한국어를 재미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교재를 통해 한국어의 어떤 영역을 강화할 수 있나요?
우선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구어체 표현을 알 수 있어 회화에 큰 도
움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유행하는 신조어나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
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거나 최근에 자주 쓰는 외래어, 준말, 비속어와
같은 입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내용을 통해서는 한
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식문화, 패션 문화, 놀이 문화, 한
국인들의 가치관 등을 드라마 속 인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
니다. 인기 드라마의 명장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
가, 배우, 감독, 스태프 등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드라마가 완성되고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그 장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한국어
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진수를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4. 교재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초급 이상의 모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필요합
니다. 드라마를 자주 시청하는 학습자라 해도 단어나 문법 공부를 같이 하
지 않으면 본 내용의 10퍼센트도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교재는
드라마 대본에 나오는 새로운 표현과 단어를 학습, 기억하여 유사한 상황
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선생님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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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s and words that appear in the scenes so you can use them in
real-life situations.
This book is essential not only for students but also for teachers of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currently on the market are
excellent in terms of structure, but as their content is often so focused
on teaching the language technically, it’s hard to say they garner great
interest. I have taught Korean language to college students for almost
10 years and frequently witness students losing interest and motivation

mid-semester, even with the help of the most recommended textbooks.
The phrase, “Study for study’s sake” has always had its limits.
Unmotivated language study is painful for students and teachers alike.
I have used K-dramas in my classes to refresh the atmosphere at such
times and have seen success in reigniting students’ will to study. The
content in this book can be incorporated intermittently into regular
courses and is also suitable as an auxiliary workbook.

5. What makes this book special?
What characterizes this book is its active use of YouTube videos.
There have been many publications that attempt to teach Korean
language through K-dramas, but most end up covering one or two
shows in whole, which involves the hassle of using a CD and installing
compatible video applications. What differentiates this book is that it
reduces the hassle and makes the video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the use of YouTube, the video platform with the largest number of users
in the world. And of course, the book itself has plenty to offer even
8



할 것입니다.
학습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도 이 교재
는 필요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어 교재들은 훌륭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만, 언어를 가르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재미까지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년 가까이 대학 강단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
친 필자 역시 아무리 훌륭한 교재를 활용한다 해도 한 학기 중반이 지날 때
쯤이면 학습자들이 흥미와 관심을 잃고 학습 의욕이 뚝뚝 떨어지는 현실을
늘 목격해 왔습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는 늘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은 어학 공부는 학생한테도 선생님한테도 고역입니다. 이럴
때 분위기를 바꿔서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면 저하된 학습 의욕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규 과정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이고 부교재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5. 이 교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교재의 특징은 무엇보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데 있
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교재는 기존에도 여러 권 출간되
었지만 대부분 드라마 한두 편을 몰아 보는 것에 그쳤고, 드라마를 보려면

CD를 컴퓨터에 삽입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와 달리
이 교재에서는 전 세계에게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를 활용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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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the video content.
K-drama is a widely enjoyed genre, yet the distribution period of
most shows tends to be short as the industry relies on trends. This
book explores not just one but five titles that have aired between 2012
and 2019 and joined the Korean Wave (Hallyu) through audiences’
explosive responses to allow readers to master a wide range of up-todate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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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더라도 교과서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드라마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장르지만 시류를 타는 까닭에 유통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마만 공략하지 않고 여러 드라
마를 다루어 유행에 따른 다양한 표현을 고루 익힐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교
재에는 2012년에서 2019년에 사이에 방영되어 한류라고 불릴 만한 붐을
일으킨 드라마 다섯 편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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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별에서 온 그대〉
방영: SBS(2013. 12. 18~2014. 2. 27, 21부작)

Chapter 1

You Who Came From the Stars
21 episodes, aired on SBS from December 18, 2013, to February 27, 2014

You Who Came From the Stars depicts the fateful and quirky romance between
Do Min-joon (played by Kim Soo-hyun), an extraterrestrial who fell to Earth
approximately 400 years ago, and Cheon Song-yi (played by Jun Ji-hyun), a
popular Hallyu actor. A record of an unidentified flying object witnessed in
Gangwon-do on September 22, 1609, is purportedly what inspired the narrative.
The story begins some 400 years ago with the male protagonist, Do Minjoon, arriving in Joseon Dynasty-era Korea and unexpectedly saving a girl
from an accident. But as if in return, the girl eventually dies while trying to save
Do Min-joon’s life. Centuries later, Do Min-joon, now a university professor,
encounters Cheon Song-yi, a top-tier Hallyu star at the apex of her acting
career. He initially thinks of her as his snippy neighbor who also happens to be
a student enrolled in the class he teaches, but in time, he begins to see in her the
girl who saved him 400 years ago. The two start out antagonistic but eventually
recognize that they are destined to fall in love.
With charming characters and an excellently told story, this show
successfully allured both Korean and overseas viewers and became exceptionally
popular in China. It is said that a special camera was used to show Do Minjoon’s superpowers, such as teleportation.
In the scenes we will look at in this chapter, Cheon Song-yi is singing loudly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Do Min-joon, who just moved in next door,
confronts her as he is unable to sleep due to the noise.

이 드라마는 약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인 도민준(김수현)과 한류 톱스타 천
송이(전지현)의 달콤 발랄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시점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1609년 9월 22일에 미확인비행물체가 강원도에서 목격된 기록을 바탕
으로 쓴 것입니다.
400년 전쯤에 주인공 도민준은 조선 땅에 내려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한 소
녀를 우연히 구해 줍니다. 그런데 마치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 소녀는 나중에 도민준을
구해 주다가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도민준은 한류 최
고 톱스타 천송이와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격 까칠한 이웃이자 자신의 수업을 듣
는 학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민준은 천송이 얼굴에서 400년 전 자
신을 구해 준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티격태격 싸우지만 점차 서
로를 알아보고 사랑에 빠져듭니다.
이 드라마는 훌륭한 스토리텔링과 매력적인 캐릭터를 내세워 국내는 물론 해외 시
청자들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했으며 중국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순간이동과 같
은 도민준이 구사하는 초능력을 구현하기 위해 특수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오늘 배울 영상은, 옆집으로 이사 온 도민준이 천송이가 한밤중에 부르는 노랫소
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 찾아가서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 Scene 1
Cheon Song-yi: (Sings) Don’t condemn me as a cruel woman. Hate me
instead. Stop displaying your lingering feelings. Ha! Don’t you
ever come looking for me again, because I will only hurt you!
Ha! Don’t condemn . . .
Do Min-joon: You are cruel indeed.
Cheon Song-yi: . . . me as a cruel woman.
Do Min-joon: I do need to condemn you.
Cheon Song-yi: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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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You Who Came From the Stars

1. 드라마 보기 Watch the Scenes

# 장면 1
천송이: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내게 미련을 보이지 마, 하!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나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하! 잔인한 여자라…….
도민준: 니가 더 잔인하다.
천송이: 나를 욕하지는 마.
도민준: 욕을 해야겠는데…….
천송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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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e 2
Cheon Song-yi: Can I help you?
Do Min-joon: I was wondering if you knew what time it is.
Cheon Song-yi: Now? What time it is? A little past 10, I think?
Do Min-joon: It’s common sense not to sing this late at night, even if
you are a good singer.
Cheon Song-yi: You heard? Darn, I only moved into this building
because it was supposed to be soundproof. Well, I’m sorry.
Do Min-joon: And when you’re a bad singer, it’s not even singing—
rather, it’s causing a disturbance.
Cheon Song-yi: Excuse me?
Do Min-joon: Neighborhood disturbance is a serious crime. If reported,
one can be punished.
Cheon Song-yi: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report me? For a bit of
singing? Between neighbors?
Do Min-joon: What I’m saying is that anyone with common sense . . .
Cheon Song-yi: So you’re saying I don’t have common sense!
Do Min-joon: No, I’m saying . . .
Cheon Song-yi: You’re saying I have no common sense or clue. You’re
calling me thoughtless, brainless, Botox—like, “Have you had
Botox injected to your brain, it’s so wrinkle-free”—that’s what
you’re saying! I only had an apple and half a cabbage today
because of my diet and I’m still full because I took so muc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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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ho Came From the Stars

# 장면 2
천송이: 무슨 일이세요?
도민준: 지금 시간이 몇 신 줄 아나 해서…….
천송이: 지금요? 몇 시지? 열 시 좀 넘었나?
도민준: 이런 야심한 시간엔 잘하는 노래도 안 하는 게 상식이죠.
천송이: 들렸어요? 아, 나 이 건물 방음 잘됐다 그래서 이사 온 건데…….
아무튼 미안해요.
도민준: 심지어 굉장히 못하는 노래일 때는 노래를 한다기보단 소란을 피
운다고 봐야지.
천송이: 네?
도민준: 인근 소란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신고하면 처벌도 가능하구요.
천송이: 그래서 지금 저를 신고하시겠다는 거예요? 노래 좀 했다고? 이웃
지간에?
도민준: 제 말은 신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천송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식이 없다 이거잖아요!
도민준: 그게 아니라…….
천송이: 그러니까 내가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무개
념, 무뇌, 보톡스…… 니 뇌는 보톡스를 맞았냐, 주름도 없을 거다,
뭐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나 오늘 다이어트하느라 하루 종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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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from people. And I never thought I would have to
take more of this late at night just because I sang a bit. Why
can’t I just sing a bit? I’ve taken all this crap from people all
day, so where can I relieve my stress? One apple and half a
cabbage, all day! Never mind. You don’t have to apologize. I
don’t feel like talking to you anymore.

# Scene 3
Cheon Song-yi: What did I do so terribly wrong? Are they any better?
Are they that knowledgeable? They say I’m the prettiest, I’m
the best. Then they chew me up like gum . . . those fickl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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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랑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사람들한테
욕을 배 터지게 먹어서……. 그런데도 제가 이 오밤중에 욕을 얻
어먹을 줄은…… 진짜 몰랐네요. 그것도 노래 좀 했다고……. 나
노래 좀 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욕을 그렇게 먹었는
데, 그럼 난 스트레스 어디서 풀어? 하루 종일 사과 한 개 양배추
반……. 됐어요. 사과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그쪽하고 얘기할 기분
이 아니네요.

# 장면 3
천송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지들은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유식
해? 내가 젤 이쁘다고 내가 젤 좋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껌 씹듯
씹고……. 아, 정말 지조도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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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어 & 표현 익히기 Vocabulary and Expressions

잔인하다: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

Lacking compassion; harsh

미련: 깨끗하게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다

Lingering feelings that prevent people
from moving on

야심하다: 밤이 깊다

Deep into the night

상식: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Common knowledge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Blocking sound from exiting or
entering

인근: 가까운 곳

Nearby

엄연하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다

Undeniably clear

처벌: 벌을 주는 것

Punishment

유식하다: 아는 것이 많다

Knowledgeable
↔ ignorant

방음: 안의 소리가 새어 나가거나 밖의

↔ 무식하다
씹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비난하다
지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

24

Criticizing other people’s words or
behavior
Upholding one’s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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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Loanwords
보톡스 Botox: 근육 수축 주사제, 미용으로 많이 쓰임.

Injections that cause muscle contraction, often used for cosmetic
purposes

비속어 Colloquial Terms
니: ‘네’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Colloquial form of “you” or “your”
무뇌: ‘뇌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 없음’을 일컫는 말.

Literally “brainless,” used to mean “thoughtless”

준말 Abbreviations
젤: 제일 Abbreviated form of “most”

표현 Expressions
소란을 피우다: 시끄럽고 어수선하게 하다. Raising a ruckus
개념이 없다: 행동이나 생각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상식에 어긋나다.

Acting or thinking in an indiscreet or illogical way
(욕을) 배 터지게 먹다: (욕을) 실컷 먹다. Cursed or chewed out a great deal
껌 씹듯 씹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흉을 보다.

Readily criticizing and badmouthing others

1과 〈별에서 온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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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 from the list below
(conjugate if necessary).

① Those cruel words scarred him.
② What are you doing up this late at night?
③ I feel relieved after spending all night criticizing the superior who

harasses me at work.
④ What he did as a teacher was far outside the boundary of common

sense.
⑤ If you’re drunk, don’t make a scene here, go home.
⑥ These days,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senselessly run businesses,

using spoiled ingredients and so on.
⑦ I’m going to study hard and become a knowledgeabl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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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Exercises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보세요.(필요 시 활용형으로 바꾸세요.)

개념 없다 	    상식 	   야심하다 	   씹다
유식하다 	    잔인하다 	   소란을 피우다

① 그 (        ) 말은 그에게 상처가 되었다.
② (        ) 밤까지 자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야?
③ 괴롭히는 직상 상사를 밤새 (        )더니 속이 후련하네.
④ 선생님으로서 그가 한 행동은 (        ) 밖의 것이었다.
⑤ 술 마시고 여기서 (        ) 말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렴.
⑥ 요즘은 상한 음식 재료를 쓰는 등 (        )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⑦ 공부를 열심히 해서 (        ) 사람이 되어야지.

정답: ① 잔인한 ② 야심한 ③ 씹었 ④ 상식 ⑤ 소란을 피우지 ⑥ 개념 없이 ⑦ 유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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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
 e expression “-나 해서” is used when checking to see if someone

knows something or to state that what follows the expression is “in
case of” what precedes it.
In the script, Do Min-joon says: “지금 시간이 몇 신 줄 아나 해서 . . .”

Examples
① I’m letting you know just in case you forgot tomorrow’s schedule.
② I called to see if you haven’t had dinner yet and if you wanted to eat

together.

Exercises
①가
 : Why did you call?
나: I called to see if you have free time today.
②가
 : Why did you bring a blanket?
나: I brought it in case it’s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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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법 익히기 Form Sentences

1) ~나 해서: 상대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상대의 상황을 추
론할 때 씁니다.
대본에서는: 도민준 “지금 시간이 몇 신 줄 아 나 해서…….”

예시
① 혹시 내일 스케줄을 까먹었 나 해서 알려 준 거야.
② 혹시 저녁을 안 먹었 나 해서 같이 먹으려고 연락한 거야.

연습해 보기
① 가: 왜 전화했어?
나: (          )나 해서 전화한 거야.
② 가: 담요는 왜 갖고 온 거야?
나: (        

)나 해서 갖고 온 거야.

정답 예시: ① 오늘 시간 있 ② 혹시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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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
 e expression “-다 그래서” is used to quote what you heard from a

third party and relay the information. 
In the script, Cheon Song-yi says: “들렸어요? 아, 나 이 건물 방음
잘됐다 그래서 이사 온 건데 . . . 아무튼 미안해요.”

Examples
① I came here because I heard the food is good, but it’s not as good as

I thought.
② I saw the movie because I heard it was good, but it’s not that good.

Exercises
① I came out because I heard the weather was nice, but it’s colder than

I thought.
② I studied hard because I heard the test is difficult, but it was easier

than I thought.
③ I came because I heard it was on sale, but it’s not that 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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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 그래서: 제3자에게 들은 정보를 인용해서 전달할 때 씁니다.
대본에서는: 천송이 “들렸어요? 아, 나 이 건물 방음 잘됐다 그래서 이사
온 건데……. 아무튼 미안해요.”

예시
① 여기 음식 맛있다 그래서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네요.
② 영화가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그렇게 재밌지는 않군요.

연습해 보기
① 날씨가 좋다 그래서 나왔는데 (              )
② 시험이 어렵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              )
③ (              ), 그렇게 싸지는 않네요.

정답 예시: ① 생각보다 춥네요.   ② 생각보다 쉽네요. ③ 세일한다 그래서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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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
 e expression “-듯” is used to liken the action or state that precedes

the expression to that which follows it. 
In the script, Cheon Song-yi says: “내가 젤 이쁘다고 내가 젤 좋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껌 씹듯 씹고 . . . 아, 정말 지조도 없는 것들.”

Examples
① Yeong-hui came into the classroom as if she were dancing.
② She recited the poem as if she were singing.

Exercises
①H
 e lied as frequently as he ate.
② Sweat poured down like rain.
③ Th
 e child gulped down the food as quickly as a crab would hide its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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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듯: 앞의 동작이나 상태가 뒤의 것과 같거나 그렇게 보일 때 씁니다.
대본에서는: 천송이 “내가 젤 이쁘다고 내가 젤 좋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껌 씹듯 씹고……. 아, 정말 지조도 없는 것들.”

예시
① 영희는 춤추듯 교실로 들어왔다.
② 그녀는 노래하듯 시를 읊었다.

연습해보기
① 그는 (         ) 거짓말을 했다.
② 땀이 (         ) 흘렸다.
③ 아이는 게 눈 감추듯 (         ).

정답 예시: ① 밥 먹듯 ② 비 오듯 ③ 밥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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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
 hy did Cheon Song-yi sing loudly at ho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① Because she is a singer
② Because she was mad at Do Min-joon
③ Because she was criticized by her fans
④ Because she really wanted to sing
2) Why was Do Min-joon able to hear Cheon Song-yi sing?
① Because the building wasn’t properly soundproofed
② Because he likes the song
③ Because he is curious about Cheon Song-yi
④ Because he is an alien
* 외계인: an alien; an extraterrestrial being

3) Find the word that does not belong.

① Alien

② Dokkaebi

③ Ghost

④ Human

* 도깨비: a Korean goblin or a ghost that can take the form of an animal or human

4) W
 hat does it mean for someone to “have Botox injected to his/her

brain?”
① That he/she is smart

② That he/she is inconsiderate

③ That he/she is creative

④ That he/she is though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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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읽고 답하기 Read and Respond

1) 천송이는 왜 야밤에 집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까?
① 직업이 가수여서

② 도민준한테 화가 나서

③ 팬들한테 욕을 먹어서

④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2) 도민준의 귀에는 왜 노래가 들렸을까요? 이유를 고르세요.
① 방음이 잘 안 돼서

② 노래를 좋아해서

③ 천송이한테 관심이 많아서

④ 도민준이 외계인이어서

* 외계인: 지구 이외의 천체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생명체

3) 다른 종류의 것을 하나 고르세요.
① 외계인

② 도깨비

③ 귀신

④ 사람

* 도깨비: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귀신

4) “뇌에 보톡스를 맞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① 머리가 좋다.		

② 배려가 없다.

③ 창의력이 있다. 		

④ 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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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
 ind the expression in which the verb “먹다” is used differently than

the other examples.
① To eat an excessive amount of rice
② To eat an excessive amount of cake
③ To eat an excessive amount of meat
④ To take an excessive amount of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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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먹다’의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① 밥을 배 터지게 먹다.

② 케이크를 배 터지게 먹다.

③ 고기를 배 터지게 먹다.

④ 욕을 배 터지게 먹다.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④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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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라마 다시 보기 Watch the Scenes Again

영상을 다시 보면서 빈칸을 채워 보세요.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 읽어 보세요.
Fill in the blanks as you watch the scenes again. With a friend, choose characters
and take turns reading the script out loud.

# 장면 2
천송이: 무슨 일이세요?
도민준: 지금 시간이 몇 신 줄 아나 해서…….
천송이: 지금요? 몇 시지? 열두 시 좀 넘었나?
도민준: 이런 (    )한 시간엔 잘하는 노래도 안 하는 게 (    )이죠.
천송이: 들렸어요? 아, 나 이 건물 (    ) 잘됐다 그래서 이사 온 건
데……. 아무튼 미안해요.
도민준: 심지어 굉장히 못하는 노래일 때는 노래를 한다기보단 (    )
고 봐야지.
천송이: 네?
도민준: 인근 소란은 (    )입니다. 신고하면 (    )도 가능하구요.
천송이: 그래서 지금 저를 신고하시겠다는 거예요? 노래 좀 했다고? 이웃
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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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준: 제 말은 신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   )…….
천송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식이 없다 이거잖아요!
도민준: 그게 아니라…….
천송이: 그러니까 내가 상식도 없고 (    )도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무개념, 무뇌, 보톡스……. 니 뇌는 보톡스를 맞았냐, 주름도 없을
거다, 뭐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나 오늘 다이어트하느라 하루 종일
사과 한 개랑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사람
들한테 (    ) 먹어서……. 그런데도 제가 이 (    )에 욕을
얻어먹을 줄은…… 진짜 몰랐네요. 그것도 노래 좀 했다고…….
나 노래 좀 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욕을 그렇게 먹었
는데, 그럼 난 스트레스 어디서 풀어? 하루 종일 사과 한 개 양배
추 반……. 됐어요. 사과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그쪽하고 얘기할
기분이 아니네요.

# 장면 3
천송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지들은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   )해? 내가 젤 이쁘다고 내가 젤 좋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   ) 씹고……. 아, 정말 (   )도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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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Aliens Exist?
Do you believe that aliens exist? Aliens are called oegyein (외계인)
in Korean, wai xing ren (外星人) in Chinese, and hoshibito (星人) or
uchibito (宇宙人) in Japanese. In technical English terms, they can be
called “extraterrestrials” or “E.T.”
To know whether or not aliens exist, we must first understand space.
Space is an unimaginably vast area occupied by almost 100 billion
galaxies, each made up of myriads of stars. With such an expanse, it
is surely possible that forms of life other than us exist. But according
to scientists, a number of conditions must be met for life to exist on a
planet in space:

1) Th
 e planet must not be too close to or too far from the center of

its galaxy.
2) There must be no supernova or black hole near the planet.
3) There must be a star that serves as a constant source of light.
4) The planet must be an adequate distance from th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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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미있는 생각거리 Discuss

외계인은 정말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외계인은 영어로는 “alien”이라
부르고, 중국어로는 “와이싱런外星人”, 일본어로는 “세이진星人”, “우주진宇
宙人”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용어로는 “Extraterrestrial life”라고도 하는데,

이를 줄이면 “E.T.”가 됩니다.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알려면 우선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입니다. 우주에는 1,000
억 개에 가까운 은하가 있고, 각각의 은하 안에는 수백억, 수천억 개의 별들
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니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은 당연히 존재하지요. 그런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
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은하의 중심에서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2) 주변에 초신성, 블랙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오랜 시간 동안 빛날 수 있는 항성이 있어야 한다.
4) 항성에서 적절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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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planet must have a large satellite like the Moon.
6) The planet must rotate at an adequate speed.
7) The planet must have a strong magnetic field.

Now, those are some difficult conditions to meet! Even on Earth,
blessed with favorable conditions, it took humanity 4.5 billion years
to achieve civilization. So, while there is a chance that other humanlike forms of life exist in outer space, the chance of them living in a
society that would be deemed “civilized” by our standards must be
slim. However scientifically unconfirmed, we are entitled to literary
imaginations of aliens, and You Who Came From the Stars is a product
of such imagination. What other TV shows and movies deal with
aliens? Let’s take a moment to reflect on and talk about some of such
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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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You Who Came From the Stars

5) 달과 같은 거대한 위성이 필요하다.
6) 자전 속도가 적절해야 한다.
7)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다.

엄청 까다로운 조건이지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지구에서도 인류가
문명을 이룩하기까지 45억 년이 걸렸답니다. 따라서 인간과 비슷한 생명
이 존재할 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쉽진 않겠지요? 과학적으로는 비록
증명하지 못했지만, 문학적으로 우리는 외계인에 대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도 이런 상상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랍니다. 외계인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얘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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