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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8.1 The clausal connective -는데/-(으)ㄴ데 (background information)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이다) 제임스는 제 친구인데 지금 대학교 일학년이에요. 

2. (멀다)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은 먼데 버스 정류장은 가까워요. 

3. (예쁘다) 이 옷이 예쁜데 왜 안 사요? 

4. (쉽다) 그 경제학 수업은 숙제는 쉬운데 시험은 어려워요. 

5. (힘들다) 이 일은 좀 힘든데 재미있어요. 

6. (먹었다) 어제 한인 식당에 가서 불고기를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7. (들었다) 지난 학기에 한국어를 들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8. (살았다) 저는 지난 학기에 존제이 기숙사에 살았는데 방이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G 8.2 Sentence ending -는데요/(으)ㄴ데요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영미 씨, 마크 씨 전화 번호 알아요?  B: 아니오, 모르는데요.  

2. A: 한국어 교과서 있어요?  B: 아니오, 없는데요. 

3. A: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B: 미안해요. 오늘은 좀 바쁜데요. 

4. A: 오늘 날씨 좋지요? B: 네, 정말 좋은데요.  

5. A: 전 그 영화가 재미없었어요. B: 그래요? 저는 괜찮았는데요. 

6. A: 영미 씨, 오늘 스티브 생일 파티를 해요.  B: 어, 저는 몰랐는데요. 

7. A: 제 편지 받았어요?  B: 아니오, 못 받았는데요. 

8. A: 내일 한국어 시험을 보세요.  B: 지난 학기에 봤는데요. 

    

G 8.3 Expressing desire: verb stem -고 싶다/싶어하다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저녁 먹고 뭐 하고 싶어요?  B: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2. A: 어떤 차를 갖고 싶어요?  B: 크고 빠른 차를 갖고 싶어요. 

3. A: 무슨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B: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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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영희 씨, 영희 씨 동생은 여름에 뭐 하고 

싶어해요?  
B: 한국에 가고 싶어해요. 

5. A: 영희 씨, 스티브 씨는 뭐 먹고 싶어해요? B: 불고기를 먹고 싶어해요. 

6. A: 스티브 씨, 이 선생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하세요? 
B: 예쁜 옷을 받고 싶어하세요. 

7. A: 스티브 씨, 이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가고 

싶어하세요?  
B: 서울에 가고 싶어하세요. 

    

G 8.4 Asking someone's opinion: -(으)ㄹ까요?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이번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같이 

들을까요?  
B: 네, 같이 들어요. 

2. A: 어디에서 점심을 먹을까요?  B: 학교 앞 중국 식당에서 먹어요. 

3. A: 몇 시에 만날까요?  B: 2시에 만나요. 

4. A: 창문을 닫을까요?  B: 네, 닫으세요. 

5. A: 시험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B: 어려울 거예요. 

6. A: 선생님께서 지금 연구실에 계실까요?  B: 네, 계실 거예요. 

7. A: 그 수업이 힘들까요?  B: 네, 좀 힘들 거예요. 

    

G 8.5 The noun-modifying form: verb stem-는/adjective stem-(으)ㄴ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싶다) 보고 싶은 동생한테 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2. (춥다)  추운 날에는 그냥 집에서 공부합니다. 

3. (멀다)  시애틀은 뉴욕에서 먼 도시입니다.  

4. (있다)  저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 누나입니다. 

5. (전공하다) 마크는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6. (만들다) 제 동생이 만드는 음식은 맛있습니다. 

7. (살다)  우리 기숙사에 같이 사는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8 . (보이다)  저기 보이는 건물에서 지난 여름에 일했습니다. 

  

G 8.6 The clausal connective -어서/아서 (cause)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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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히다)  지금 브로드웨이가 막혀서 버스가 빨리 못 갈 거예요. 

2. (없다) 시계가 없어서 불편해요.  

3. (싶다) 졸업 후에 한국에 가고 싶어서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4. (모르다)  김 선생님 전화 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 했어요. 

5. (아프다)  머리가 아파서 숙제를 다 못 했어요. 

6. (어렵다)  시험이 어려워서 잘 못 쳤어요. 

7 . (늦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 친구를 못 만났어요. 

  

G 8.7 The conjunction 그렇지만 'but' 

First listen to each sentence and repeat.  

1. 린다는 한국어를 안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말을 잘 합니다. 

2. 서울의 지하철은 빠르고 편합니다. 그렇지만 좀 복잡합니다. 

3. 저는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납니다. 그렇지만 이메일은 자주 합니다. 

4. 저는 매일 컴퓨터를 씁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잘 안 합니다. 

5. 이번 학기에 듣는 한국어 수업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습니다. 

6. 제 방에서 뉴저지가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퀸즈는 잘 안 보입니다. 

7. 지난 주 수요일이 제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파티는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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