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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2.1 -군요 / -구나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seeing Mikyung in a nurse outfit, ) 미경 씨가 간호사였군요. 몰랐어요. 

2. (confirming that the rumor he heard was true, )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설마 했는데. . . 

3. (reading the patient's body temperature, ) 이런, 열이 아주 높군요. 열부터 내려야겠네요. 

4. (seeing a colleague blowing his nose continuously, ) 코감기가 심하게 들었군요. 괜찮아요?  

5. (seeing a big crowd in the emergency room, ) 응급실에 사람이 많군요.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6. (hearing that a colleague is hospitalized, ) 그래요? 많이 아픈가 보군요. 문병 가 봐야겠네요. 

7. (seeing a colleague coughing continuously, )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군요. 열은 없으세요? 

  

G 12.2 -ㄹ/을걸 그랬어요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과식하지 말다)  어제 배가 아파서 혼났어요. 과식하지 말걸 그랬어요.  

2. (전화해 보다)  성희 씨 문병 갔더니 벌써 퇴원했더라구요. 전화해 볼걸 그랬어요. 

3. (달리지 말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혼났어요. 너무 빨리 달리지 말걸 그랬어요. 

4. (듣다) 친구가 저한테 해 준 말이 맞더라구요. 그 친구 말을 들을걸 그랬어요. 

5. (가다) 의사가 병원에 왜 이제 왔느냐고 하더라구요. 좀 더 일찍 갈걸 그랬어요. 

6. (주사를 맞다)  독감에 걸려서 거의 이 주 동안 고생했어요. 예방 주사를 맞을걸 그랬어요. 

7. (하다) 지난주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구요.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할걸 그랬어요. 

    

G 12.3 -(다/(이)라)는 소식/말(씀)/ 얘기 etc.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그 사람이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2. 치료를 받고 많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3. 스트레스가 많으면 병이 생긴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4. 영미 씨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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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룸메이트가 다쳤다는 소리을 듣고 바로 기숙사로 달려갔습니다.  

6. 의사 선생님한테서 다음주에는 퇴원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7. 파티 준비에 세 명이 적당하다는 말을 듣고 세 사람한테만 연락했습니다.  
 

    

G 12.4 -는 바람에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다치다) 농구 연습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경기에 못 나갔어요. 

2. (바꾸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바꾸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어요. 

3. (놀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바람에 마지막 기차를 놓쳐 버렸어요. 

4. (떠나다) 너무 급히 떠나는 바람에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온 게 좀 있어요. 

5. (미끄러지다)  앞에 달리던 차가 빗길에 갑자기 미끄러지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6. (줄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수를 줄이는 바람에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7. (문병 오다)  사람들이 연락도 하지 않고 문병을 오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G 12.5 -(으)려다가 / (으)ㄹ라 그러다가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선영이한테 문병 갔다 오셨어요? 

B: 어제 가려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오늘은 꼭 갈 거예요
2. A: 아프다고 들었데 약은 먹었어요? 

B: 약을 먹으려다가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냥 푹 잤더니 괜찮아졌어요

3. A: 이번 주말에 등산 안 가세요? 

B: 네 가려다가 주말에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취소했어요

4. A: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B: 앞에 갑자기 서는 차를 피하려다가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5. A: 지금 병원에 약 타러 가신다면요?  

B: 지금 가려다가 이 시간에는 붐빌 것 같아서 저녁에 가려고 해요

6. A: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면서요? 

B: 네 일을 좀 줄이려다가 사람을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7. A: 컴퓨터 사신다면서요? 

B: 아니오 사려다가 내년에 더 싸고 좋은 모델이 나온다는 소리 듣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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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니오, 사려다가 내년에 더 싸고 좋은 모델이 나온다는 소리 듣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G 12.6 A이/가 아니라 B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잇몸이 아프세요? 

B: 잇몸이 아니라 이가 아파요. 

2. A: 병원에 갈 거예요? 

B: 병원이 아니라 약국에 갈 거예요. 

3. A: 박민우 씨가 중국에서 안 돌아올 거라는 소문 들었어요? 

B: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4. A: 이쪽으로 가면 응급실이 있습니까? 

B: 응급실이요? 응급실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5. A: 그 바지가 줄었나 봐요. 

B: 바지가 준 게 아니라 살이 찐 거예요. 

6. A: 이 약을 먹으면 그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B: 이건 그 병을 예방하는 약이 아니라 치료하는 약입니다. 

7. A: 수미가 어디 아픈 모양이에요. 아까 보니까 책상에 엎드려 있던데요.  

B: 아픈 게 아니라 졸린 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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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2.7 -는/(으)ㄴ 거예요/거야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B: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2. A: 지금 뭐 녹음하는 거예요? 

B: 녹음하는 게 아니라 녹음한 거 듣는 거예요. 

3. A: 환자들 치료해 주고 오셨어요? 

B: 치료를 해 준 게 아니라 제가 치료를 받고 온 거예요. 

4. A: 이 음식을 다 만드신 거예요? 

B: 만든 게 아니라 만든 것을 돈 주고 산 거예요. 

5. A: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B: 아플 때는 다른 일 걱정하지 않고 그냥 푹 쉬는 거예요. 

6. A: 병원에 문병 갔다 오시는 거예요? 

B: 문병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진찰 받으러 갔다 오는 거예요. 

7. A: 벌써 호텔에 예약한 거예요? 

B: 호텔에 예약한 게 아니라 예약해 놓은 거 취소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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