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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speak Korean


   도와줘요             [dowajwoyo]
   도와 주세요          [dowajuseyo]
   숙제를 도와 주세요   [sukjereul dowa juseyo]
   설거지를 도와 주세요 [seolgeojireul dowa juseyo]
   이사를 도와 주세요   [isareul dowa juseyo]


   부탁해요            [butakaeyo]
   청소를 부탁해요     [cheongsoreul butakaeyo]
   설거지를 부탁해요   [seolgeojireul butakaeyo]
   이사를 부탁해요     [isareul butakaeyo]


   문을 열어 주세요       [muneul yeoreo juseyo]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hangugeoreul gareucheo juseyo]
   우산을 빌려 주세요     [usaneul billyeo juseyo]


   미안하지만 안 돼요.               [mianhajiman an dwaeyo]
   미안하지만 안 돼요. 바빠요.       [mianhajiman an dwaeyo. bappayo]
   미안하지만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mianhajiman an dwaeyo. sigani eopseoyo]

Lesson 33   부탁하기/거절하기      Request/Rejection

Today's Dugeundu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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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하다 make a request  돕다   help 닫다      close
깎다     cut prices  빌리다 borrow 이사하다  move house
설거지   dish-washing   우산   umbrella 찍다      take a photo

어휘 (Vocabulary)

  < 보기 >    도움     도움        도움        도움   

< 보기 > 이즈미 : 마리아 씨, 내일 이사하는데  도와 주세요   (돕다)
         마리아 : 좋아요. 몇 시까지 가면 돼요?

1. < 보기 >와 같이 글자를 3번 쓰세요.

1) 부탁해요                                                         

2) 안 돼요                                                          

3) 도와 주세요                                                      

2. 다음 대화와 같이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

1) 수미 : 해인 씨, 추워요? 
   해인 : 네, 좀 춥군요. 창문을                          (닫다) 

2) 효주 : 가방이 비싸요. 아줌마, 좀                          (깎다) 
   주인 : 미안해요. 안 돼요.

3) 정우 : 비가 많이 내려요. 우산을                          (빌리다) 
   남순 : 네, 여기 있어요. 

4) 미나 : 여보세요. 웨이 씨 좀                              (바꾸다) 
   앤디 :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5) 가영 : 정아 씨, 이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다)
   정아 : 그럴게요. 카메라 주세요. 

Learn More!



- 3 -

  < 보기 >    도움     도움        도움        도움   

< 보기 > 이즈미 : 마리아 씨, 내일 이사하는데  도와 주세요   (돕다)
         마리아 : 좋아요.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정답 (Answer)

1. < 보기 >와 같이 글자를 3번 쓰세요.

1) 부탁해요                                                         

2) 안 돼요                                                          

3) 도와 주세요                                                      

2. 다음 대화와 같이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

1) 수미 : 해인 씨, 추워요? 
   해인 : 네, 좀 춥군요. 창문을 닫아 주세요. (닫다) 

2) 효주 : 가방이 비싸요. 아줌마, 좀 깎아 주세요. (깎다) 
   주인 : 미안해요. 안 돼요.

3) 정우 : 비가 많이 내려요. 우산을 빌려 주세요. (빌리다) 
   남순 : 네, 여기 있어요. 

4) 미나 : 여보세요. 웨이 씨 좀 바꾸어 주세요. (바꾸다) 
   앤디 :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5) 가영 : 정아 씨, 이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어 주세요. (사진을 찍다)
   정아 : 그럴게요. 카메라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