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36 - 과거/미래 시제

The Past/Future Tense

Today's Dugeundugeun
Let's speak Korean

서울에 갔어요.

[seoure gasseoyo]

영화를 봤어요.

[yeonghwareul bwasseoyo]

친구를 만났어요.

[chingureul mannasseoyo]

김치를 먹었어요.

[gimchireul meogeosseoyo]

물을 마셨어요.

[mureul masyeosseoyo]

책을 읽었어요.

[chaegeul ilgeosseoyo]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hangugeoreul gongbuhaesseoyo]

방을 청소했어요.

[bangeul cheongsohaesseoyo]


김치를 먹을 거예요.

[gimchireul meogeul geoyeyo]

한국어 책을 읽을 거예요.

[hangugeo chaegeul ilgeul geoyeyo]

은행에서 돈을 찾을 거예요.

[eunhaengeseo doneul chajeul geoyeyo]

한국에 갈 거예요.

[Hanguge gal geoyeyo]

주말에 영화를 볼 거예요.

[jumare yeonghwareul bol geoy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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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 보기 >를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 보기 >
영수 : 오늘 몇 시에 학교에 갔어요?
나미 : 8시 30분에 갔어요. (가다)

1)
영호 : 선영 씨,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선영 : 친구하고

. (영화를 보다)

2)
이사벨 : 마리아 씨, 내일 뭐 해요?
마리아 : 백화점에서

. (치마하고 모자를 사다)

3)
린다 : 어제 은행에서

? (돈을 찾다)

앤디 : 아니요, 오늘 은행에 가요.
4)
마틴 : 오늘 방 청소를 했어요?
수지 : 아니요, 내일

. (방 청소를 하다)

5)
이즈미 : 왕가위 씨, 모레 약속 있어요?
왕가위 : 네, 있어요. 동생하고

. (점심을 먹다)

Learn More!
어휘 (Vocabulary)
방 청소

room cleaning

은행

bank

영화 movie, film

지난 주말 last weekend

다음 주 next week

오후 afternoon

백화점

department store

약속

appointment

점심 lunch

돈을 찾다 withdraw money

모레

the day afte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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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Answer)

1. 다음

< 보기 >를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 보기 >
영수 : 오늘 몇 시에 학교에 갔어요?
나미 : 8시 30분에 갔어요. (가다)

1)
영호 : 선영 씨,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선영 : 친구하고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다)
2)
이사벨 : 마리아 씨, 내일 뭐 해요?
마리아 : 백화점에서 치마하고 모자를 살 거예요. (치마하고 모자를 사다)
3)
린다 : 어제 은행에서 돈을 찾았어요? (돈을 찾다)
앤디 : 아니요, 오늘 은행에 가요.
4)
마틴 : 오늘 방 청소를 했어요?
수지 : 아니요, 내일 방 청소를 할 거예요. (방 청소를 하다)
5)
이즈미 : 왕가위 씨, 모레 약속 있어요?
왕가위 : 네, 있어요. 동생하고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점심을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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