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19 ~부터 ~까지 / ~에서 ~까지

From ~ to

Today's Dugeundugeun

Let's speak Korean

어제부터 비가 와요

[eojebuteo biga wayo]

월요일부터 한국어를 공부해요
[woryoilbuteo hangugeoreul gongbuhaeyo]
내일까지 한국에 있어요 [naeilkkaji hanguge isseoyo]
일요일까지 공부해요

[iryoilkkaji gongbuhaeyo]

어제부터 내일까지 집에 있어요
[eojebuteo naeilkkaji jibe isseoyo]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가요
[woryoilbuteo geumyoilkkaji hakgyoe gayo]

어제부터 내일까지 = 삼 일 동안
[eojebuteo naeilkkaji] = [sa mil dongan]

집에서 학교까지 가까워요 [jibeseo hakgyokkaji gakkawoyo]
집에서 백화점까지 멀어요 [jibeseo baekwajeomkkaji meore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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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표를 보고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한국어 공부
아르바이트
운동
< 보기 >

까지

1) 월요일(

) 금요일(

2) 수요일(

동안

부터

) 한국어 공부해요.

) 토요일(

) 아르바이트를 해요.

3)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3일 (

) 운동을 해요.

2. 다음과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1) 집, 시장 ð 집에서 시장까지 걸어가요.
2) 학교, 지하철역 ð 학교(
3) 집, 회사 ð (
4) 서울, 제주도 ð (

) 지하철역(
) (

) 멀어요.

) 지하철을 타고 가요.

) (

) 비행기를 타고 가요.

Learn More!
어휘 (Vocabulary)

아르바이트 part-time job

시장 market place

지하철역 subway station

비행기

운동 exercise

백화점 department store

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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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Answer)

1. 다음 표를 보고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국어 공부
아르바이트
운동
< 보기 >

까지

동안

부터

1) 월요일( 부터 ) 금요일( 까지 ) 한국어 공부해요.
2) 수요일( 부터 ) 토요일( 까지 ) 아르바이트를 해요.
3)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3일 ( 동안 ) 운동을 해요.

2. 다음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1) 집, 시장 ð 집에서 시장까지 걸어가요.
2) 학교, 지하철역 ð 학교( 에서 ) 지하철역( 까지 ) 멀어요.
3) 집, 회사 ð ( 집에서 ) ( 회사까지 ) 지하철을 타고 가요.
4) 서울, 제주도 ð ( 서울에서 ) ( 제주도까지 ) 비행기를 타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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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