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29 - 속도

Speed

Today's Dugeundugeun
Let's speak Korean

숙제를 빨리 했어요.

[sukjereul ppalli haesseoyo]

밥을 빨리 먹었어요.

[babeul ppalli meogeosseoyo]

빨리 씻어요.

[ppalli ssiseoyo]

빨리 오세요.

[ppalli oseyo]

빨리 걸어요.

[ppalli georeoyo]


숙제를 천천히 했어요. [sukjereul cheoncheonhi haesseoyo]
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babeul cheoncheonhi meogeosseoyo]
천천히 씻어요.

[cheoncheonhi ssiseoyo]

천천히 오세요.

[cheoncheonhi oseyo]

천천히 걸어요.

[cheoncheonhi georeoyo]

천천히 말해 주세요.

[cheoncheonhi malhae juseyo]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cheoncheonhi seolmyeonghae juseyo]

오늘 일찍 출근했어요. [oneul iljjik chulgeunhaesseoyo]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yaksok siganboda iljjik dochakaesseo yo]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oneul achime neutge ireonasseoyo]
약속에 늦게 도착했어요. [yaksoge neutge dochakaesse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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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대화를 보고 알맞을 말을 고르십시오.
< 보기 >

빨리

천천히

일찍

늦게

1)
동해 : 새와 씨, 어디 아파요?
새와 :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요. 다음부터 천천히 먹어야겠어요.
2)
주인 :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봉이 : 바지를 사려는데요.
주인 : 이쪽에서

보세요.

3)
미선 : 내일 약속이 몇 시예요?
동해 : 두 시예요.

오지 마세요.

미선 : 네, 그럼 내일 두 시에 봐요.
4)
유진 : 왜

출근했어요?

봉이 : 회사에 할 일이 많으니까요. 요즘 너무 바빠요.
5)
미선 : 지금 8시야. 학교에 늦어.
안나 : 알았어.

준비할게. 좀 기다려 줘.

Learn More!
어휘 (Vocabulary)

빨리

quickly

천천히

slowly

늦게

late

설명하다 explain

출근하다 go to work

일어나다 get up

도착하다 arrive

준비하다 prepare

기다리다 wait

숙제

약속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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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early

promise

정답 (Answer)

1. 다음 대화를 보고 알맞을 말을 고르십시오.
< 보기 >

빨리

천천히

일찍

1)
동해 : 새와 씨, 어디 아파요?
새와 :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빨리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요. 다음부터 천천히 먹어야겠어요.
2)
주인 :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봉이 : 바지를 사려는데요.
주인 : 이쪽에서 천천히 보세요.
3)
미선 : 내일 약속이 몇 시예요?
동해 : 두 시예요. 늦게 오지 마세요.
미선 : 네, 그럼 내일 두 시에 봐요.
4)
유진 : 왜 일찍 출근했어요?
봉이 : 회사에 할 일이 많으니까요. 요즘 너무 바빠요.
5)
미선 : 지금 8시야. 학교에 늦어.
안나 : 알았어. 빨리 준비할게. 좀 기다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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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