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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0.1 -거나 / N(이)나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B: 등산이나 운동을 해요. 

2. A: 시간이 나면 주로 뭐 하세요?  B: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해요. 

3. A: 게임의 상품은 뭐로 할까요?  B: 핸드폰이나 시디플레이어로 해요. 

4. A: 여가 활동으로는 주로 뭐 하세요?  B: 그림을 그리거나 수영을 해요. 

5. A: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B: 친구하고 이야기하거나 그냥 자요. 

6. A: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B: 아주 짧게 자르거나 파마를 하세요. 

7. A: 자꾸 몸무게가 느는데 어떻게 하면 

을까요?  좋 

B: 운동을 매일 하거나 먹는 음식을 바꿔 보세요.  

  

G 10.2 -았/었다(가)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열다) 창문을 열었다가 추워서 닫았어요. 

2. (입다) 코트를 입었다가 더워서 벗었어요. 

3. (가다) 파티에 갔다가 커다란 상품을 탔어요. 

4. (타다) 버스를 탔다가 길이 막혀서 한 시간이나 늦었어요. 

5. (깨다) 번개 소리에 잠에서 깼다가 잠이 안 와서 혼났어요. 

6. (신나다) 내가 상품을 타게 됐다는 얘기 듣고 신났다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했어요. 

7. (하다) 친구 말 듣고 파마했다가 이상하게 나와서 삼 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G 10.3 -더라고(요)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가볍다) A: 들고 오는 데 무거웠지요? B: 아니오, 두 손으로 드니까 가볍더라고요.  

2. (깨다) A: 아침에 아이들 깨우는 거 

힘들지요? 

B: 아니오, 며칠 지나니까 혼자서 깨더라고요. 

3. (주다) A: 앞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이 

어때요? 

B: 아주 맛있던데요. 그리고 디저트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4. (모르다) A: 디즈니랜드에 갔다 왔어요? B: 네, 잘 갔다 왔어요. 아이들이 좋아서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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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모르더라고요.  

5. (싸졌다) A: 컴퓨터를 샀어요? B: 네, 샀어요. 컴퓨터가 아주 싸졌더라고요. 

6. (떠났다) A: 영수 씨한테 소포 전해 줬어요? B: 아니오, 못 전해 줬어요. 벌써 한국으로 

떠났더라고요. 

7. (풀렸다) A: 민지 씨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어요? 

B: 아니에요. 어제 전화해 봤는데, 벌써 다 

풀렸더라고요. 
 

  

G 10.4 -(으)니까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상쾌하다) 나갔다 오니까 기분이 상쾌한데요. 

2. (가다)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다 와 있던데요. 

3. (쌓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던데요. 

4. (도착하다) 기차역에 도착하니까 벌써 기차가 떠났던데요. 

5. (듣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던데요. 

6. (말을 걸다) 그 사람한테 말을 거니까 그냥 돌아서서 가던데요. 

7. (오다) 첫눈이 오니까 아이들이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데요. 

  

G 10.5 -아/어(서) 죽겠다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배 고프다) A: 배가 많이 고프지요?  B: 네, 배 고파 죽겠어요. 

2. (무섭다) A: 그 영화 너무 무서웠지요?  B: 네, 그 영화 본 후부터는 밤에 무서워 

죽겠어요. 

3. (힘들다) A: 이번 프로젝트가 좀 힘들지요?  B: 네, 힘들어 죽겠어요. 내일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4. (피곤하다) A: 요즘 정신 없이 바쁘지요? B: 네, 정신 없이 바쁘고 일이 많아서 피곤해 

죽겠어요. 

5. (보고 싶다) A: 따님이 많이 보고 

싶으시지요? 

B: 네, 전화로 목소리는 매일 듣는데 보고 싶어 

죽겠어요.  

6. (궁금하다) A: 민지하고 스티브 팀이 

이겼을까요? 

B: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빨리 연락을 해 주면 

좋을 텐데. . .  

7. (나쁘다) A: 어제 경미가 한 얘기 듣고 기분 

나빴지요?  

B: 네, 듣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텐데. . . 

아직도 기분 나빠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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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0.6 -는/(으)ㄴ 척하다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그렇다) 내가 다 아는데, 좋아하면서도 안 그런 척해요. 

2. (울다) 저 사람은 울지도 않으면서 우는 척하네요.  

3. (자다) 얘기하기 싫으니까 자지도 않으면서 자는 척하네요. 

4. (만나다)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여자 친구를 계속 만나면서도 안 만나는 척해요. 

5. (들었다) 영수는 얘기를 듣지도 않았으면서 들은 척해요. 

6. (만들었다) 민지는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만든 척해요. 

7. (봤다) 영주가 요즘 이상해요. 저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G 10.7 -자마자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끝나다) 녹화가 끝나자마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2. (도착하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집에 전화했습니다. 

3. (타다) 버스를 타자마자 버스가 고장이 나서 내렸어요. 

4. (들어가다) 극장에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5. (깨다) 잠에서 깨자마자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6. (보다)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놀랐습니다. 

7. (오다)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친구한테 어제 숙제를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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