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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1: Deferential Style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한국 사람입니까?  B: 네, 한국 사람입니다. 

2. A: 오늘 날씨가 따뜻합니까? B: 아니오, 춥습니다.  

3. A: 집이 뉴욕에 있습니까?  B: 네, 뉴욕에 있습니다. 

4. A: 경제학을 공부합니까? B: 아니오, 정치학을 공부합니다. 

5. A: 매일 일합니까?  B: 네, 매일 일합니다. 

6. A: 뉴욕에 삽니까?  B: 아니오, 뉴저지에 삽니다. 

7. A: 수업을 많이 듣습니까? B: 아니오, 한 과목만 듣습니다.  

    

G7.2 The subject honorific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알다) 아버지께서는 김 선생님을 잘 아십니다. 

2. (듣다) 어머니께서 음악을 들으십니다.  

3. (열다) 선생님께서 창문을 여십니다. 

4. (만들다) 어머니께서 지금 음식을 만드십니다. 

5. (배우다) 부모님께서 요즘 테니스를 배우십니다.  

6. (먹다) 김 선생님께서 지금 점심을 잡수십니다. 

7. (있다) 아버지께서 지금 집에 계십니다. 

  

G 7.3 -지요?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오늘 날씨는 좀 춥지요?  B: 네, 좀 추워요. 

2. A: 내일은 시험이 없지요?  B: 아니오, 있어요. 

3. A: 스티브 씨 전화 번호 아시지요? B: 네, 알아요. 

4. A: 작년 여름은 좀 더웠지요? B: 네, 더웠어요. 

5. A: 지난 시험은 어려웠지요?  B: 네,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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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샌디 씨 생일 파티에 갈 거지요? B: 네, 갈 거예요. 

    

G 7.4 Demonstrative expressions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어디에서 만나요? B: 학교 식당 알지요? 거기서 만나요. 

2. A: 여기에 앉으세요.  B: 네, 감사합니다. 

3. A: 수잔 씨, 그게 뭐예요?  B: 아, 이거요? 한국어 교과서예요. 

4. A: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B: 저기 큰 건물이 있지요? 저게 우체국입니다. 

5. A: 존제이 식당 음식이 괜찮아요?  B: 네, 그 식당 음식은 싸고 좋아요.  

6. A: 저분이 제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B: 아, 그래요? 저분 우리 아파트에 사세요. 

7. A: 저, 한국어 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B: 저쪽으로 가세요. 

    

G 7.5 The Clausal connective -고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이다) 저는 대학생이고 제 동생은 고등 학생입니다. 

2. (따뜻하다, 맑다) 어제는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3. (듣다, 여행하다) 저는 보통 여름 방학에는 수업을 듣고 겨울 방학에는 여행을 합니다.  

4. (만들다, 읽다) 어머니께서는 음식을 만드시고 아버지께서는 신문을 읽으십니다. 

5. (시장 보다, 숙제하다) 시장을 보고 숙제를 했습니다. 

6. (먹다, 보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7. (배우다, 가다) 이번 학기에 한국어를 배우고 여름에 한국에 갈 겁니다. 

  

G 7.6 Particle of direction (으)로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저쪽으로 가세요. 저기에 한국어 교실이 있어요. 

2. 방학 동안 친구하고 유럽으로 놀러 갈 거예요. 

3. 2층으로 오세요.  

4.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5.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6. 지하도로 내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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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 문으로 나가세요.  

    

G 7.7 The noun-modifying form: adjective stem +(으)ㄴN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가깝다)  저는 학교에서 가까운 아파트에서 삽니다. 

2. (크다)  큰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3. (좋다) 그 백화점에는 좋은 옷이 많습니다.  

4. (깨끗하다, 넓다) 우리 기숙사에는 깨끗하고 넓은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5. (길다) 저는 긴 영화를 안 좋아합니다. 

6. (쉽다) 쉬운 시험을 봤습니다. 

7. (비싸다)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샀습니다. 
 

  

G 7.8 Irregular predicates in -ㄹ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열다)  교실 창문을 엽니다. 

2. (놀다)  동생이 친구하고 같이 놉니다. 

3. (알다)  저는 그 친구를 잘 압니다. 

4. (돌다)  왼쪽으로 돕니다. 

5. (만들다) 저는 주말에 한국 음식을 만듭니다. 

6. (살다) 우리 오빠는 기숙사에 삽니다 

7. (멀다) 우리 집이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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