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40 -기 전에/-(으)ㄴ 후에

Before/After

Today's Dugeundugeun

Let's speak Korean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babeul meokgi jeone soneul ssiseoyo.]
영화를 보기 전에 예매를 해요.[yeonghwareul bogi jeone yemaereul haeyo]
잠을 자기 전에 세수를 해요. [jameul jagi jeone sesureul haeyo.]

밥을 먹은 후에 커피를 마셔요.[babeul meogeun hue keopireul masyeoyo]
공부한 후에 친구를 만나요.

[gongbuhan hue chingureul mannayo]

TV를 본 후에 숙제를 해요.

[tibireul bon hue sukjereul haeyo]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keopireul masimyeonseo iyagireul haeyo]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unjeoneul hamyeonseo eumageul deureoyo.]

1. 다음을 < 보기 >처럼 ‘-기 전에’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 보기 > 식사를 해요. 손을 씻어요. →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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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 가요. 아침을 먹어요.
→
2) 친구를 만나요. 한국어 공부해요.
→
3) 구두를 신어요. 옷을 입어요.
→
4) 회사에서 일을 해요. 커피를 마셔요.
→

2. 다음을 < 보기 >처럼 '-(으)ㄴ 후에‘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 보기 > 친구를 만나요. 영화를 봐요. → 친구를 만난 후에 영화를 봐요.
1) 한국어 숙제를 해요. 친구를 만나요.
→
2) 텔레비전을 봐요. 방 청소를 해요.
→
3) 아침을 먹어요. 신문을 읽어요.
→
4) 바지를 입어요. 양말을 신어요.
→

Learn More!
어휘 (Vocabulary)

양말 socks

씻다 wash

일하다 do one's work

예매 reserve, book

세수 wash one's face

이야기 talk, conversation

바지 pants, trousers

신문 newspaper

음악 듣다 listen to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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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Answer)
1. 다음을 < 보기 >처럼 ‘-기 전에’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 보 기 >

식사를 해요. 손을 씻어요.

→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요.

1) 학교에 가요. 아침을 먹어요.
→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을 먹어요.
2) 친구를 만나요. 한국어 공부해요.
→ 친구를 만나기 전에 한국어 공부해요.
3) 구두를 신어요. 옷을 입어요.
→ 구두를 신기 전에 옷을 입어요.
4) 회사에서 일을 해요. 커피를 마셔요.
→ 회사에서 일을 하기 전에 커피를 마셔요.

2. 다음을 < 보기 >처럼 '-(으)ㄴ 후에‘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 보기 >

친구를 만나요. 영화를 봐요.

→ 친구를 만난 후에 영화를 봐요.

1) 한국어 숙제를 해요. 친구를 만나요.
→ 한국어 숙제를 한 후에 친구를 만나요.
2) 텔레비전을 봐요. 방 청소를 해요.
→ 텔레비전을 본 후에 방 청소를 해요.
3) 아침을 먹어요. 신문을 읽어요.
→ 아침을 먹은 후에 신문을 읽어요.
4) 바지를 입어요. 양말을 신어요.
→ 바지를 입은 후에 양말을 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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