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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9.1 -게 하다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A: 머리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 B: 짧게 해 주세요. 

2. A: 오늘 동생이 오지요? B: 네. 즐겁게 해 줘야 할 텐데. . .  

3. A: 그거 맵지 않아요? B: 별로요. . . 다음부터는 더 맵게 해 주세요. 

4. A: 영수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요. B: 그럼 지금 먹게 하세요. 

5. A: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운데요. B: 방에서 비디오를 보게 하세요. 

6. A: 성희가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싶대요. B: 그럼 조금만 바르게 하세요.  

7. A: 현수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해 줄까요? B: 그런 얘기해서 싸우게 하지 마세요. 

  

G 9.2 -지요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A. Emphasis 

1. (밝다)  A: 이 방이 왜 이렇게 밝지요?  

B: 불이 두 개나 켜져 있으니까 밝지요. 

2. (궁금하다)  A: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B: 말을 안 하니까 궁금하지요.  

3. (상하다)  A: 제 머리가 왜 이렇게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B: 드라이를 매일 너무 오래하니까 머리가 상했지요.  

B. Suggestion 

4. (하다) A: 3년 동안 같은 머리 스타일만 했어요.  

B: 파마를 한 번 하시지요. 

5. (바르다) A: 머리가 자꾸 내려와서 귀찮아요.  

B: 그럼 무스를 좀 발라 보시지요. 

6. (손질하다) A: 준비 다 됐어요. 갈까요? 

B: 그렇게 가려고요? 머리 좀 손질하지요. 

7. (바꾸다)  A: 이상한 전화가 자꾸 와요.  

B: 기분 안 좋겠네요. 전화번호를 바꾸지요. 

    

http://kola.cc.columbia.edu:8080/ramgen/itcmedia/east_asian/yoon/lesson9a.rm
http://kola.cc.columbia.edu:8080/ramgen/itcmedia/east_asian/yoon/lesson9a.rm


    

G 9.3 VS+나 보다 / AS+(으)ㄴ가 보다 / VS+(았/었)나 보다 

Repeat after each sentence. 

  

A. VS+나 보다 

1. (깎다) 아버지께서 잔디를 깎으시나 봐요. 잔디 깎는 소리가 나요.  

2. (기르다)  옆집에서 강아지를 여러 마리 기르나 봐요. 하루 종일 강아지 소리가 나요. 

3. (쓰다)  성희 씨는 요즘 아주 좋은 샴프를 쓰나 봐요. 머리가 아주 윤기있어 보여요. 

    

B. AS+(으)ㄴ가 보다 

4. (싫다)  제 남자 친구는 이 스웨터가 싫은가 봐요. 저한테 입지 말라고 해요. 

5. (이상하다)  머리를 잘랐는데 이상한가 봐요. 사람들이 계속 머리 왜 잘랐느냐고 해요. 

  

C. VS+(았/었)나 보다 

6. (잘랐다) 머리 잘랐나 봐요. 아주 시원해 보여요. 

7. (떠들었다) 우리가 너무 떠들었나 봐요. 옆방 사람이 문을 세게 닫던데요. 

  

G 9.4 -아/어 보이다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부드럽다)  파마를 하니까 인상이 아주 부드러워 보이네요.  

2. (멋있다)  오늘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날이에요? 

3. (빨갛다)  입술이 너무 빨개 보여서 이상해요. 좀 지우세요. 

4. (행복하다)  오빠와 함께 서 있는 언니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5. (두껍다)  들고 있는 책이 아주 두꺼워 보이는데 무슨 책이에요? 

6. (아름답다)  어제 결혼식에서 우리 언니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7. (친하다)  오늘 길에서 민지하고 영수를 봤는데 둘이 아주 친해 보이던데요. 

    

G 9.5 -아/어하다  

First listen to each dialogue and repeat. 

1. (반갑다) A: 박 선생님 뵈었지요?  

B: 네, 지난주에 뵈었는데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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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다)  A: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셔서 좋지요?  

B: 네, 저도 좋지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3. (귀찮다)  A: 민석 씨 만나 봤어요?  

B: 네, 만나 봤는데.....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4. (기쁘다)  A: 장학금 받게 된 거 김 교수님께도 말씀드렸지요?  

B: 네, 어제 전화드렸는데 교수님도 아주 기뻐하셨어요. 

5. (즐겁다) A: 휴가 때 디즈니랜드 다녀오셨지요? 

B: 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저도 좋던데요. 

6. (궁금하다)  A: 민지하고 어제 전화했다면서요? 

B: 네, 민지가 마크 씨 소식 궁금해하던데 연락 한 번 해 보세요. 

7. (섭섭하다)  A: 어제 파티 어땠어요? 

B: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민지 씨가 참석하지 않아서 다들 섭섭해했어요. 

    

G 9.6 -하다 vs. -되다 

Repeat after each sentence. 

1. (예약)  제가 호텔에 예약을 했습니다. 호텔에 예약이 됐습니다. 

2. (준비)  제가 저녁 준비를 다 할 겁니다. 저녁 준비가 다 될 겁니다.  

3. (연락)  영미가 유진이한테도 연락을 했습니까? 유진이한테도 연락이 됐습니까? 

4. (녹음)  우리가 이번 주부터 녹음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녹음이 시작됩니다. 

5. (시작)  서울 백화점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백화점에서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6. (방송)  미국 방송국에서도 그 뉴스를 방송했다면서요? 미국에서도 그 뉴스가 

방송됐다면서요? 

7. (할인)  이미 저희가 할인한 가격이라서 더 깎아 드리지 이미 할인된 가격이라서 더 깎아 

드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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