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20 -겠- / -(으)ㄹ 거예요.

Will / Supposition

Today's Dugeundugeun
Let's speak Korean

가겠어요

[gagesseoyo]

학교에 가요 [hakgyoe gayo]
사과를 먹어요

가봐야겠어요

[gabwayagesseoyo]

학교에 가겠어요 [hakgyoe gagesseoyo]

[sagwareul meogeoyo]

사과를 먹겠어요 [sagwareul meokgesseoyo]
병원에 가겠어요 [byeongwone gagesseoyo]
병원에 갈 거예요 [byeongwone gal geoyeyo]

무영이 가요

[Muyeongi gayo]

무영이 가겠어요

[Muyeongi gagesseoyo]

무영이 갈 거예요

[Muyeongi gal geoyeyo]

채이가 먹어요

[Chaeiga meogeoyo]

채이가 먹겠어요

[Chaeiga meokgesseoyo]

채이가 먹을 거예요

[Chaeiga meogeul geoyeyo]

제가 먹겠어요

[jega meokgesseoyo]

제가 먹을 거예요

[jega meogeul geoyeyo]



무영이 좋아하겠어요 [Muyeongi joahagesseoyo]
무영이 좋아할 거예요 [Muyeongi joahal geoy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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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겠-’을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1) 종업원 : 식사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손 님 : 불고기로 하겠어요. (불고기로 하다)
2) 아유 :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왕상 :

. (다시 전화하다)

3) 소연 : 민지 씨, 지금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요.
민지 : 그래요?

. (밖이 춥다)

4) 클라라 : 오늘 저녁 남자친구하고 영화를 봐요.
사유리 :

. (기분이 좋다)

2. ‘-을 거예요’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1) 아버지 : 이번 주말에 뭐 해?
딸

: 친구를 만날 거예요. (친구를 만나다)

2) 어머니 : 내일 시간 있니?
아 들 : 죄송해요.

. (한국어 공부를 하다)

3) 남순 : 선영 씨가 왜 안 와요?
정우 : 잠깐만 기다리세요.

. (선영 씨가 금방 오다)

4) 소피아 : 지영 씨는 어디에 있어요?
마리아 : 아마

.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Learn More!
어휘 (Vocabulary)

지금

now

기분이 좋다 feel good

다시

once more

잠깐만 just a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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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the outside

아마 maybe, perhaps

정답 (Answer)

1. ‘-겠-’을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1) 종업원 : 식사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손 님 : 불고기로 하겠어요. (불고기로 하다)
2) 아유 :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왕상 : 다시 전화하겠어요. (다시 전화하다)
3) 소연 : 민지 씨, 지금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요.
민지 : 그래요? 밖이 춥겠어요. (밖이 춥다)
4) 클라라 : 오늘 저녁 남자친구하고 영화를 봐요.
사유리 :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좋다)

2. ‘-을 거예요’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1) 아버지 : 이번 주말에 뭐 해?
딸

: 친구를 만날 거예요. (친구를 만나다)

2) 어머니 : 내일 시간 있니?
아 들 : 죄송해요.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한국어 공부를 하다)
3) 남순 : 선영 씨가 왜 안 와요?
정우 :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영 씨가 금방 올 거예요. (선영 씨가 금방 오다)
4) 소피아 : 지영 씨는 어디에 있어요?
마리아 : 아마 백화점에서 쇼핑할 거예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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