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34 - 연애하기

Romance/Dating

Today's Dugeundugeun
Let's speak Korean

우리 헤어지자

[uri heeojija]

우리 사귀자

[uri sagwija]

우리 헤어져요

[uri heeojeoyo]

우리 사귀어요

[uri sagwieoyo]

보라야, 너를 좋아해. 우리 사귀자 [Baraya neoreul joahae uri sagwija]
보라 씨, 사랑해요. 우리 사귀어요 [Bara ssi saranghaeyo uri sagwieoyo]

생겼어요

[saenggyeosseoyo]

한국인 친구가 생겼어요

[hangugin chinguga saenggyeosseoyo]

예쁜 여자 소개해 줘요

[yeppeun nyeoja sogaehae jwoyo]

멋있는 남자 소개해 줘요

[meosinneun namja sogaehae jwoyo]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eolma jeone namjachinguga saenggyeosseoyo ]

요즘 신보라와 만나요

[yojeum SinBarawa mannayo]

한국남자와 만나요

[hangungnamjawa mannayo]

우리 이제 헤어지자

[uri ije heeojija]

우리 앞으로 사귀자

[uri apeuro sagw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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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 보기 >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 쓰세요.
< 보 기 >

헤어지자

사귀자

생겼어요

소개해 줘

만나요

소개팅했어요

1)
소라 : 미영 씨, 남자 친구가 있어요?
미영 : 네, 얼마 전에 남자 친구가

.

2)
효주 : 영호야, 오늘부터 우리

.

영호 : 미안하지만 나 여자 친구 있어.
3)
아리 : 그거 알아요? 요즘 보라 씨가 기리 씨를

.

소라 : 정말이에요? 난 몰랐어요.
4)
경미 : 오빠, 우리

.

지훈 : 왜? 이유가 뭐야? 말해 봐.
경미 : 싫어. 말하고 싶지 않아.
5)
미나 : 지영아, 너 한국말을 정말 잘해.
지영 : 그렇지 않아. 한국인 친구가 공부를 많이 도와 줘.
미나 : 그래? 그럼 나에게 한국인 친구를

. 부탁해.

Learn More!
어휘 (Vocabulary)
헤어지다 break up

사귀다 go out with

소개하다 introduce

정말

really

얼마 전 not long ago

요즘

이유

reason

생기다 get a (boyfriend, girl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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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정답 (Answer)

1. 다음 < 보기 >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 쓰세요.
< 보 기 >

헤어지자

사귀자

생겼어요

소개해 줘

만나요

소개팅했어요

1)
소라 : 미영 씨, 남자 친구가 있어요?
미영 : 네, 얼마 전에 남자 친구가 생겼어요.
2)
효주 : 영호야, 오늘부터 우리 사귀자
영호 : 미안하지만 나 여자 친구 있어.
3)
아리 : 그거 알아요? 요즘 보라 씨가 기리 씨를 만나요.
소라 : 정말이에요? 난 몰랐어요.
4)
경미 : 오빠, 우리 헤어지자
지훈 : 왜? 이유가 뭐야? 말해 봐.
경미 : 싫어. 말하고 싶지 않아.
5)
미나 : 지영아, 너 한국말을 정말 잘해.
지영 : 그렇지 않아. 한국인 친구가 공부를 많이 도와 줘.
미나 : 그래? 그럼 나에게 한국인 친구를 소개해 줘.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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