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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7.1 Indefinite pronouns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어디 갔다오세요?  B: 네. 

2. A: 뭐 하세요?  B: 아니오.  

3. A: 요즘 누구 만나세요?  B: 아니오.  

4. A: 그 친구를 언제 또 만날 거예요?  B: 네.  

5. A: 문 밖에 누가 와 있어요?  B: 네, 누가 와 있어요. 

6. A: 며칠 더 있을 거예요?  B: 네, 며칠 더 있을 거예요. 

7. A: 이거 몇 분 더 끓여야 돼요?  B: 네, 몇 분 더 끓여야 돼요. 

    

G 7.2 -기는요?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그 가게 물건이 싸지요?  B: 싸기는요? 

2. A: 그 아파트가 아주 밝지요?  B: 밝기는요? 

3. A: 그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B: 지루하기는요? 

4. A: 그 사람이 안 와서 속상하지 않았어요?  B: 속상하기는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5. A: 그 친구도 고기 좋아하지요?  B: 좋아하기는요? 야채밖에 안 먹어요. 

6. A: 어제 숙제 다 했지요?  B: 다 하기는요? 아직 반도 못 했어요. 

7. A: 거기도 눈이 다 녹았지요?  B: 녹기는요? 날씨가 계속 추워서  

하나도 안 녹았어요.  

    

G 7.3 Passive verbs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보다 - 보이다)   

A: 저기 좀 보세요.  B: 어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2. (닫다 - 닫히다)   

A: 문 좀 닫아 주세요.  B: 벌써 문이 닫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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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다 - 막히다)   

A: 퍼레이드 때문에 경찰이 길을 막았어요.  B: 그럼 길이 많이 막히겠네요. 

4. (잡다 - 잡히다)   

A: 그 도둑을 잡아야 하는데...  B: 모르셨어요? 그 도둑이 어제 잡혔대요. 

5. (물다 - 물리다)   

A: 모기가 물었어요.  B: 저도 어제 모기한테 많이 물렸어요. 

6. (듣다 - 들리다)   

A: 저 음악 소리 좀 잘 들어 보세요.  B: 저한테는 음악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7. (팔다 - 팔리다)   

A: 만두 많이 팔았어요?  B: 네, 만두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G 7.4 -아/어 있다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서다) 학생들이 도서관 앞에 서 있어요.  

2. (앉다) 동생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3. (눕다) 언니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4. (나오다) 시장에 여러 과일이 많이 나와 있어요.  

5. (들다) 한 상자에 사과가 열 두 개 들어 있어요.  

6. (가다) 지영 씨가 지금 한국에 가 있어요. 

7. (걸리다) 목욕탕에 수건이 걸려 있어요.  

    

    

G 7.5 -는 데(에)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만들다) 된장찌개 만드는 데에 뭐가 들어갑니까?  

2. (놀다) 노는 데에 너무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3. (썰다) 재료를 써는 데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4. (끝내다) 이 일을 끝내는 데에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5. (여행하다) 가족들하고 한 번 여행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듭니다. 

6. (쓰다) 책 한 권 쓰는 데에 일 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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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해지다) 제 친구가 한 번 크게 아프고 나서는, 건강해지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G 7.6 -는/ㄴ/은 편이다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끓이다) 저는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편이에요. 

2. (남다) 저는 요즘 시간이 많이 남는 편이에요 

3. (쫓기다) 언니가 요즘은 일에 좀 쫓기는 편이에요. 

4. (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에요. 

5. (바쁘다) 제가 요즘 좀 바쁜 편이에요. 

6. (오래되다) 저는 그 친구를 안 지 오래된 편이에요. 

7. (춥다) 요즘은 날씨가 별로 안 추운 편이에요.  

    

    

G 7.7 -아/어 가지고 (cause)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뺏기다) 동생이 언니한테 가방을 뺏겨 가지고 울고 있어요. 

2. (울다) 아기가 너무 오래 울어 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3. (이상해지다) 사촌이 목소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처음엔 누구인지 몰랐어요. 

4. (겁이 나다) 그 뉴스를 듣고 겁이 나 가지고 그 날은 집에만 있었어요. 

5. (지루하다) 텔레비전 보다가 너무 지루해 가지고 졸았어요. 

6. (모르다) 처음에는 몰라 가지고 물어 보지도 못했어요. 

7. (먹다) 오늘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지금도 배가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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