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38 -고∙그리고/-지만∙하지만

And/But

Today's Dugeundugeun
Let's speak Korean

언니는 회사에 가요. 나는 학교에 가요.
[eonnineun hoesae gayo. naneun hakgyoe gayo]
언니는 회사에 가요. 그리고 나는 학교에 가요.
[eonnineun hoesae gayo. geurigo naneun hakgyoe gayo]
언니는 회사에 가고 나는 학교에 가요.
[eonnineun hoesae gago naneun hakgyoe gayo]
동생은 친절해요. 동생은 예뻐요.
[dongsaengeun chinjeolhaeyo. dongsaengeun yeppeoyo]
동생은 친절해요. 그리고 예뻐요.
[dongsaengeun chinjeolhaeyo. geurigo yeppeoyo]
동생은 친절하고 예뻐요.
[dongsaengeun chinjeolhago yeppeoyo]

저는 김치를 먹어요. 친구는 김치를 안 먹어요.
[jeoneun gimchireul meogeoyo. chinguneun gimchireul an meogeoyo]
저는 김치를 먹어요. 하지만 친구는 김치를 안 먹어요.
[jeoneun gimchireul meogeoyo. hajiman chinguneun gimchireul
an meogeoyo]
저는 김치를 먹지만 친구는 안 먹어요.
[jeoneun gimchireul meokjiman chinguneun gimchireul an meogeoyo]
가방이 예뻐요. 가방이 비싸요. [gabangi yeppeoyo. gabangi bissayo]
가방이 예뻐요. 하지만 비싸요. [gabangi yeppeoyo. hajiman bissayo]
가방이 예쁘지만 비싸요.

[gabangi yeppeujiman biss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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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 보기 >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 보 기 > 방이 넓어요, 방이 깨끗해요 ð 방이 넓고 깨끗해요.

1) 언니는 회사에 가요, 저는 학교에 가요. ð

.

2) 형은 회사원이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

ð

3) 사과가 싸요. 사과가 맛있어요.

ð

.

4) 동생은 친절해요. 동생은 예뻐요.

ð

.

5) 한국의 여름은 더워요. 비가 자주 와요.
.

ð

2. 다음 < 보기 >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 보 기 > 나는 김치를 먹다 ð 나는 김치를 먹지만 동생은 김치를 안 먹어요.

1) 나는 쇼핑을 좋아하다 ð

남자 친구는 쇼핑을 싫어해요.

2) 가방이 마음에 들다

비싸요.

ð

3) 마리아 씨는 예쁘다 ð

키가 작아요.

4) 마이클 씨는 미국 사람이다 ð

한국말을 잘해요.

Learn More!
어휘 (Vocabulary)
김치 gimchi

방

room

사과

여름 summer

쇼핑

shopping

깨끗하다 clean

넓다 wide, broad

불고기 Bulg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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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따뜻하다 warm

정답 (Answer)

1. 다음 < 보기 >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 보 기 > 방이 넓어요, 방이 깨끗해요 ð 방이 넓고 깨끗해요.

1) 언니는 회사에 가요, 저는 학교에 가요. ð 언니는 회사에 가고 저는 학교에 가요.
2) 형은 회사원이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ð 형은 회사원이고 저는 대학생이에요.
3) 사과가 싸요. 사과가 맛있어요.

ð 사과가 싸고 맛있어요.

4) 동생은 친절해요. 동생은 예뻐요.

ð 동생은 친절하고 예뻐요.

5) 한국의 여름은 더워요. 비가 자주 와요.
ð 한국의 여름은 덥고 비가 자주 와요.

2. 다음 < 보기 >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 보 기 > 나는 김치를 먹다 ð 나는 김치를 먹지만 동생은 김치를 안 먹어요.

1) 나는 쇼핑을 좋아하다 ð 나는 쇼핑을 좋아하지만 남자 친구는 쇼핑을 싫어해요.
2) 가방이 마음에 들다

ð 가방이 마음에 들지만 비싸요.

3) 마리아 씨는 예쁘다 ð 마리아 씨는 예쁘지만 키가 작아요.
4) 마이클 씨는 미국 사람이다 ð 마이클 씨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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