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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characters:

Roommate 1 박빈수

Roommate 2 방병호

Roommate 3 비빔밥

Roommate 4 주호박

Sister

[Show logo and music plays]

[Individual characters appear, all carrying out own business. Introductions 

are voiced over.]

박빈수: 안녕하십니까? 박빈수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고 진짜 조용해요.

Hello. I’m Park Binsu. I’m from Busan and I’m very clean.

방병호: 방병호이에요. 난 예쁘고 완벽하고 청소하기 싫어해요.

I’m Bang Byungho. I’m pretty and perfect and I don’t like to 

clean.

비빔밥: 저는 비빔밥이고 대학생이에요. 너무 바빠서 룸메이트하고 같이 못 지내

어요.

I’m Bi Bimbap and I’m a university student. I’m very busy so I 

can’t spend time with my room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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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박: 주호박이고 이집 안에서 저만 남자예요.

I’m Ju Hobak and I’m the only guy in the house.

[Narration]

V/O: 여러 명이 같이 사는데, 안 친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What happens when several people who live together aren’t 

polite?

   

‘리얼’이 돼요.

They become real.

[Show logo briefly, music plays]

박빈수 [in confessional room]: 내일 우리 여동생이 여기에 와요. 그래서 집

을 청소할 거예요.

Tomorrow my younger sister is coming here. So I’m going to 

clean the house. 

박빈수 [voice over, cleaning]:    그렇지만 룸메이트들이 너무 지저분해요. 다

 를 더러워요.

But my roommates are really messy. Everything is dirty. 

박빈수 [to 주호박]: 같이 청소할래요?

Shall we clea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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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박: 어! 내일 박빈수씨 여동생이 올 거지요?

Oh! Your younger sister is coming tomorrow?

주호박: 네, 같이 청소해요.

Yeah, let’s clean together.

주호박 [in confessional room]: 난 청소를 좋아하고, 청소가 좀 재미있어요. 

그런데 박빈수씨 여동생이 예쁘고 멋있기 바래요.

I like cleaning, it’s a little fun. And Park BinSu’s younger sister 

might be cool.

주호박 [to 박빈수, both cleaning]: 여동생한테 저 좀 잘 말해 주세요.

Please say something nice about me to your sister.

박빈수: 왜요?

Why?

[방병호 comes in drinking coffee]

방병호: 안녕하세요?  뭐 해요?

Hello. What’s up?

주호박: 내일 박빈수씨의 아름다운 여동생이 집에 와서 청소하고 있어요.

Tomorrow Park Binsu’s beautiful younger sister will come to the 

house, so we’re cleaning.

방병호: 아, 그래요? 얼마나 동안 여기 있을 거예요?

Oh, really? How long will she b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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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running in and putting on shoes/backpack]: 아!  늦잠 잤어요! 

  벌써 열시 예요!

Ah! I slept late! It’s already 10!

비빔밥 [in confessional room]: 저는 대학생이에요.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스

트레스 많이 받아요.

I’m a university student. I have an important test so it’s given me

a lot of stress.

방병호: 오전 열시예요?! 

It’s 10am?!

비빔밥: 네! 한국어 수업에 가요. 수업이 열시 반에 시작해요. 

Yes! I’m going to Korean class. Class starts at 10:30.

방병호 [while setting down coffee mug on table]: 나도 학교에 가야 해

요. 빨리, 같이 학교에 가요!

I have to go to school too. Hurry, let’s go to school together!

[방병호 and 비빔밥 leave, 박빈수 and 주호박 keep cleaning]

박빈수 [sees coffee mug]: 진짜요?

Seriously?

주호박: 뭐가요?

What?

박빈수 [motions to mug]: 이것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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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at this!

박빈수 [to confessional]: 방병호씨는 우리가 청소하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컵을 식탁 위에 놓고 갔어요. 방병호씨는 더럽고 정말 싫어요.

Bang ByungHo saw us cleaning. But she put her cup on the table 

and left. Bang ByungHo is messy and I don’t like her. 

주호박 [to confessional, voice over while 박빈수 cleans]: 박빈수하고 

방병호은 친구가 아니이에요. 박빈수는 깨끗한 사람 이지만 방병호는 일 년에 한

번 청소해요. 그레서 잘 사이가 나빠요.

Park BinSu and Bang ByungHo aren’t friends. Park BinSu is a tidy 

person but Bang ByungHo cleans once a year. So they have a 

bad relationship.

[That night, 박빈수, 방병호, 비빔밥, 주호박 all in the same room]

비빔밥 [looking at books, etc]: 아, 뭐예요?? 어떻게?

Ah, what is this?? What do I do?

방병호 [drinking tea]: 뭐 해요?

What are you doing?

비빔밥: 한국어 시험을 공부해요. 목요일이에요. 그 수업이 진짜 어렵지만 [looks

directly at camera] 선생님은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워요.

I’m studying for the Korean test. It’s Thursday. This class is really

difficult--but the teacher is smart and beautiful.

주호박 [suddenly paying attention]: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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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the beautiful woman?

방병호 [also looks directly at the camera]: 아름다운 여자는 선생님이에

요.

The teacher is the beautiful woman. 

주호박: 친절한 사람일 거예요.

She’s probably a kind person. 

비빔밥: 아마요. 그렇지만 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Maybe. But I’m going to study diligently.

방병호: 좋아요. 아, 같이 공부 못 해요. 기숙사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puts on backpack, but leaves mug]

Good. Ah, I can’t study with you. I’m meeting my friends at a 

restaurant across from the dorms. 

주호박: 친구들이 예뻐요?

Are your friends pretty?

방병호: ㄴ-네…?

Y-yes…?

주호박: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안녕히 계세요!

Then, I’ll go with you too. Bye!

[방병호 and 주호박 leave]

박빈수 [sees the dirty mug]: 아! 한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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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Another one??

[비빔밥 looks up, shrugs, continues studying]

비빔밥 [to confessional]: 왜 박빈수는 화가났어요? 몰라요. 바빠요. 지금 공

부해야 돼요. 나 가요. 

Why is Park BinSu angry? I don’t know. I’m busy. I’m need to be 

studying now. I’m leaving.

[split screen of 박빈수 and Sister, phone is ringing] (use 반말 between 박빈수 

and sister)

Sister: 여보세요? 언니?

Hello? Older sister?

박빈수: 응.

Yeah.

Sister: 괜찮아?

Are you okay?

박빈수: 기분이 나빠. 룸메이트가 너무 지저분해서 싫어.

I feel bad. My roommate is really messy so I don’t like her. 

Sister [laughing?]: 정말? 화내지마. 룸메이트가 아마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Really? Don’t me mad. Your roommate is probably not a ba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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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빈수: 몰라.

I don’t know. 

Sister: 괜찮아. 내일 아침에 갈게.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

자. 재미있을 거야. 룸메이트 생각하지마.

It’s okay. I’m going there tomorrow morning. We’ll drink coffee 

and see a movie and eat a lot of tasty food. It’ll be fun. Don’t 

think about your roommate.

박빈수: 알았어…

I know...

Sister [scolding]: 진짜로, 우리 재미있을 거야!

Really, we’ll have fun!

박빈수 [happier]: 알았어, 알았어.

I know, I know. 

Sister: 내일 오후 아홉시 반에 갈게. 룸메이트들이 집에 있을 거야?

I’m going over at 9:30 tomorrow. Will your roommates be there?

박빈수: 응, 있을 거야.

Yeah, they’ll be here. 

Sister: 알았어. 내일 다 만나서 잘 지내야겠다!

Alright. Tomorrow I’ll meet everyone and we’ll have a good time. 

박빈수: 응~! [hangs up]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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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r [looks at phone]: 진짜, 우리 언니 재미없는 사람이야.

Seriously, my sister is a boring person.

[Later that night]

[방병호 and 주호박 are back from the restaurant, 비빔밥 is in the background 

still studying (maybe wearing a “열공!” headband)]

방병호. 아, 좋았어요. 지금 차를 마시고 자고 싶어요.

Ah, that was good. Now I want to drink some tea and go to sleep.

주호박: 오! 방병호! 박빈수가 화가났어요. 하루 종일 박빈수에 대해서 말했어요.

Oh! Bang ByungHo! Park BinSu was mad. She was talking about 

you all day.

방병호: 네? 왜요?

Yeah? Why?

주호박:  방병호씨 컵 때문에요. 박빈수씨가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

아요.

Because of your cups. She thinks you’re a messy person.

방병호 [to confessional]: 박빈수는 항상 화가나있어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

요. 안 좋아요. 그리고 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Park BinSu is always angry. She’s not a nice person. I don’t like 

her. But I guess I’ll talk to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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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병호 [to 주호박]: 박빈수씨하고 말 해봐야겠지요?

I should talk with her, right?

주호박: 네. 아마 내일 해 보세요. 그리고 예쁜 여동생 없을 때 얘기해 보세요.

Yeah. Maybe when you see her tomorrow. And when her pretty 

sister isn’t here.

주호박 [to confessional, with creepy big smile]: 내일 박빈수씨의 아름

다운 여동생이 올 거예요. 아마 나하고 같이 데이트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결혼할 

거예요. 

BinSu’s beautiful sister is coming tomorrow. Maybe she’ll go on a

date with me. Maybe we’ll get married.

[The next morning, 비빔밥주호박 are together]

비빔밥 [running around in a panic, very dark bags under her eyes]: 

오늘은 시험이 있어요! 난 많이 공부했어요! 시험 꼭 잘 봐야 돼요!

The test is today! I studied a lot! I need to do well!

주호박: 괜찮아요! 많이 공부했어요! 쉬운 시험일 거예요.

It’s okay! You studied a lot! The test will be easy!

비빔밥: 몰라요! 한국어 배우기 진짜 어려워요! 더 공부해야 해요!

I don’t know! Learning Korean is difficult! I need to study more!

주호박: 왜 이렇게 어려운 수업 들어요?

Why are you taking such a difficul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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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looks at the camera]: 선생님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Because the teacher is beautiful.

주호박: 난 정말 알아요.

I really understand.

비빔밥 [leaving, talking to herself]: 지금 빨리 가야 해요. 시험이 어려울 거

예요. 어떻게요?

Now I have to hurry. The test will be hard. What do I do?

[Later, doorbell rings, 박빈수 is in room and 주호박 is in the background]

박빈수 [opens the door happily]: 아! 오래간만이다!

Ah! Long time no see!

주호박 [to confessional, with wide eyes]: 우와~, 진짜 아름답다. 

Woah~, she’s seriously beautiful.

Sister: 진짜! 진짜 오래간만이다! 아, 보고 싶었어, 언니.

Really! It’s been a really long time! Ah, I missed you, older sister.

박빈수: 나도 보고 싶었어!

I missed you too!

주호박 [quickly comes over]: 우리 만난적은 없지만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제 

이름은 주호박이에요.

We haven’t met but I also misse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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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r [fake smiling and really creeped out]: 오,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

요. 

Oh, you seem like a friendly person.

주호박: 그리고 전 잘생겼어요. 

I’m also good-looking.

Sister [still fake smiling]: 제 남자친구도 친절하고 잘생겼어요.

My boyfriend is also good-looking.

주호박 [to confessional, determined]: 남자친구 남편은 아니에요.

A boyfriend is not a husband.

Sister: 언니, 집 좀 보여줘.

Sister, show me your house.

박빈수 [starts to go to the next room]: 그래. 그러자. 저쪽이 부엌 이야.

Alright. Come with me. Let’s go to the kitchen.

[박빈수 and Sister walk into the kitchen, 박빈수 sees many mugs in the room]

박빈수: 진짜?!

Seriously?!

박빈수 [starts yelling]: 방병호! 방병호! 어디 있어?!

Bang ByungHo! Bang ByungHo! Where are you?!

Sister [following 박빈수]: 언니! 하지마! 괜찮아!

Sister! Stop! It’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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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박 [also following]: 아름다운 동생 말 들어요!

Listen to your beautiful sister!

[Video shows 방병호 sleeping, starting to wake up]

방병호 [to confessional]: 자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 박빈

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안 좋아요.

I was sleeping and I heard something loud. “Ah, Park BinSu?!” I 

thought.I really don’t like her.

[방병호 leaves the room, 박빈수 and 방병호 and up in the same room]

방병호: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Why are you being so loud in the morning?

박빈수 [yelling]: 방병호씨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Bang ByungHo is seriously messy!

방병호: 지저분하지 않아요! 박빈수씨가 너무 깨끗한거지요! 근데 박빈수씨는 깨

끗해야겠지요. 얼굴이 예쁘지 않으니까요.

I’m not messy! You’re too clean! But you have to be tidy, don’t 

you? Because you’re ugly.

Sister [to confessional]: 오 마이 갓, 이 사람 누구야?! 언니는 시끄러운 사

람인데… 이 여자는 나쁜 사람이야. 옷도 싼 것 같이 보여.

OH MY GOD, who is this person?! My sister is loud, but… this 

woman is a bad person. And her clothes look cheap.



아비, 앤젤라, 브룩,  베나르도 14

박빈수 [yelling]: 나? 내가 안 예다고?! 니가 못 생겼지!

Me? I’m ugly?! YOU’RE the one that’s ugly!

주호박: 잠깐만요! 둘 다 예뻐요. 빈수씨의 동생은 너무 예뻐요!

Just a second! You’re both pretty. And BinSu’s sister is extremely

pretty.

[They all start yelling]

비빔밥 [slams open door, runs inside and yells]: 시험 잘 봤어요!  공부 

많이 해서 시험 쉬웠어요!

I did well on the test! I studied a lot and it was easy!

박빈수 [to confessional]: 비빔밥는 좋은 룸메이트예요. 시험 잘 봤다니 잘 됐

네요. 

Bi BimBap is a good roommate. She did well on her test and 

everything got better.

방병호 [to confessional]: 잘 됐어요.

Everything’s okay.

[Everyone goes to hug 비빔밥]

비빔밥 [still yelling as they come and hug her]: 고마워요!

Thanks!

Everybody: 잘했어요. 축하해요.

You did well!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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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박: 축하할 일 또 있어요. 아- 빈수 동생하고 저 다음 달에 Las Vegas에서 

결혼 해요!

Congratulations! Oh--tomorrow BinSu’s sister and I are going to 

Las Vegas to get married!

Everybody: 뭐라고요?!

WHAT?!

[End, show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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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and Grammar List

Vocabulary Grammar

1. 대학생 1.  -에

2. 여동생 2.  -에서

3. 선생님 3.  -지만

4. 이름 4.  -서

5. 사람 5.  -하고

6. 친구 6.  -고

7. 기숙사 7.  -기

8. 집 8.  -아요/어요

9. 수업 9.  -았어요/었어요

10. 아마 10. -ㄹ/을 거예요

11. 만나다 11. -이에요/예요

12. 오다 12. -십니까

13. 보다 13. -입니다

14. 몰다 14. -ㄴ (noun modifying)

15. 괜찮다 15. -들

16. 재미있다

17. 생각하다

18. 싶다

19. 깨끗하다

20. 이야기(얘기)하다

21. 공부하다

22. 청소하다

23. 좋아하다

24. 싫어하다

25. 결혼하다

26. 늦다

27. 바쁘다

28. 어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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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예쁘다

30. 아름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