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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1.1 The benefactive expression: verb stem -어/아 주다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A. -어/아 주다 expressions 
1. A: 스티브 씨 좀 바꿔 주세요. B: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2. A: 이 연습 문제를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 주세요. B: 네. 제가 도와 줄게요. 

3. A: 선생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B: 네, 다시 한 번 설명해 줄게요. 

4. A: 미안하지만, 한국어 사전을 좀 빌려 주세요. B: 네, 여기 있어요. 

 
B. -어/아 드리다 expressions 
1. A: 가방이 무거운데,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B: 네, 고맙습니다. 

2. A: 어제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B: 어머니께서 좋아하셨겠네요. 

3. A: 김 선생님 생신인데, 무엇을 사 드릴까요? B: 예쁜 꽃을 사 드리세요.  

  

G 11.2 The sentence ending -(으)ㄹ게요 (willingness)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방이 좀 춥네요. B: 제가 창문을 닫을게요. 

2. A: 민수는 지금 집에 없는데요. B: 그럼,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 

3. A: 갈비 먹을래요? B: 저는 불고기 먹을게요. 

4. A: 스티브가 오늘 수업에 안 와서 숙제를 모를 거예요. B: 제가 나중에 전화해서 말해 줄게요. 

5. A: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을까요? B: 아니오, 괜찮아요. 제가 받을게요. 

6. A: 내일은 좀 일찍 올래요? B: 네. 일찍 올게요. 

  

G 11.3 N 때문에 'because of N'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요즘 시험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2. 영희 씨는 숙제 때문에 매일 늦게 잡니다. 

3. 감기 때문에 요즘 아픈 학생들이 많습니다. 

4. 뉴욕은 높은 물가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5. 비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혀서 학교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6. 내일 보는 시험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집에서 공부할 겁니다. 

  

G 11.4 -겠 (intention)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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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뭐 드시겠어요? B: 저는 커피 한 잔 주세요. 

2. A: 지금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내일 전화할래요? B: 네, 내일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3. A: 안녕히 가세요. B: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4. A: 누가 책을 읽겠어요? B: 제가 읽겠습니다. 

5. A: 스티브 씨, 좀 늦었네요. B: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찍 오겠습니다. 

6. A: 이 일이 너무 힘드네요. B: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G 11.5 Expressing obligation or necessity: -어/아야 되다/하다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쉬다) 감기가 들어서 푹 쉬어야 돼요. 

2. (입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요. 

3. (듣다) 다음 학기에는 수업을 여섯 개나 들어야 돼요. 

4. (부치다) 한국에 보내는 편지는 우체국에 가서 부쳐야 돼요. 

5. (바꾸다) 어제 산 옷이 작아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바꿔야 해요.  

6. (드리다) 부모님께 오랫동안 전화를 못 드려서 오늘 전화를 드려야 돼요. 

7. (일하다/청소하다) 내일은 아침에는 일해야 하고, 오후에는 빨래하고 청소해야 해요.  

8. (가다) 오늘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해서  

일찍 집에 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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