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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2.1 Noun-(이)라서 (cause)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인천 공항은 국제 공항이라서 아주 큽니다. 

2. 다음주가 크리스마스라서 요즘 백화점들이 복잡합니다. 

3. 지난 학기는 첫 학기라서 굉장히 바빴는데 이번 학기는 괜찮습니다. 

4. 이 버스는 공항으로 직접 가는 버스라서 우리 집 앞에서 공항까지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5. 이 옷은 지난달에 나온 옷이라서 세일을 하는데 저 옷은 며칠 전에 나온 옷이라서  

세일을 안 합니다. 

6. 오늘은 휴일이라서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7. 스티브는 이번 학기에 새로 들어온 학생이라서 아직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었습니다.  

  

G 12.2 Negative commands: -지 마세요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달리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좀 천천히 가 주세요. 

2. (도착하다) 공항에 늦게 도착하지 말고, 10시까지 도착하세요.  

3. (떠들다) 도서관에서 떠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4. (피우다)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 

5. (앉다) 교실에서 너무 뒤에 앉지 마세요. 칠판이 잘 안 보일 거예요.  

6. (나오다) 공항에 마중 나오지 마세요. 저 혼자서 컬럼비아 대학교로 갈게요.  

7. (잡다) 택시를 잡지 마세요. 저는 그냥 버스 타고 갈래요. 

  

G 12.3 Irregular predicates in -르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어제 노래방에서 정미 씨가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어요. B: 그래요? 어제 재미있었겠네요. 

2. A: 스티브 전화 번호를 몰랐어요? B: 네, 몰랐어요. 

3. A: 지하철이 빨라서 저는 지하철로 학교에 가요. B: 그래서 저도 지하철을 제일 많이 타요. 

  

G 12.4 The particle 에 'for, per'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셔요? B: 한 잔밖에 안 마셔요. 

2. A: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세요? B: 100불쯤 써요. 

3. A: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세요? B: 네, 저는 일 년에 20권쯤 읽어요. 

4. A: 그 수업은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B: 세 번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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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세요? B: 4시간 정도 해요. 

6. A: 이 오렌지는 1불에 몇 개예요? B: 1불에 두 개예요. 

  

G 12.5 The humble verb '드리다'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저는 부모님께 일 주일에 한 번 전화를 드립니다. 

2. 제 동생이 할머니께 꽃을 드렸습니다. 

3. 어제가 할머니 생신이라서 할머니께 스웨터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4. 김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 드려야 되어서 내일 김 선생님을 뵈어야 합니다. 

5.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사 드렸습니다. 

6. 아까 어머니께서 저녁을 만드셨는데 제가 도와 드렸습니다. 

  

G 12.6 The negative -지 못하다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드리다) 그 동안 연락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 (가다) 어제는 감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수업에 가지 못했습니다. 

3. (뵙다) 오전에 박 선생님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연구실로 가서 뵙지 못했습니다. 

4. (부치다) 어제는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 편지를 부치지 못했는데  

오늘은 부쳐야 합니다. 

5. (하다) 어제는 피곤해서 숙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잤습니다. 

6. (먹다) 바빠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그냥 수업에 갔습니다. 

  

G 12.7 The adverbial form -게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늦다) 수업에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오세요. 

2. (길다/짧다) 저는 편지를 길게 쓰는 것을 안 좋아하고 짧게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3. (싸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서 이 옷을 싸게 샀습니다. 

4. (바쁘다) 그 동안 좀 바쁘게 지내서 친구들하고 연락을 못 했습니다. 

5. (시끄럽다) 어젯밤에 옆집에서 파티를 시끄럽게 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6. (재미있다) 조금 전에 텔레비전에서 코미디 영화를 했는데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7. (즐겁다)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뉴욕에 놀러 와서 겨울 방학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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