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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gaja]
먹자 [moek ja]
우리 식당에 가자 [uri sikdange gaja]
같이 밥 먹자 [gachi bam meokja]

가요. [gayo]
먹어요. [meogeoyo]
우리 식당에 가요. [uri sikdange gayo]
같이 밥 먹어요. [gachi bam meogeoyo]

갈까요? [galkkayo]
볼까요? [bolkkayo]
우리 영화 볼까요? [uri yeonghwa bolkkayo]
같이 여행갈까요? [gachi yeohaenggalkkayo]
우리 같이 불고기를 먹을까요? [uri gachi bulgogireul meogeulkkayo]

Let's speak Korean







Lesson 37 - 제안하기             Suggesting 

Today's Dugeundugeun



- 2 -

 < 보 기 >   이수 : 우리 같이 식당에 갈까요? (식당에 가다)
             해우 : 네, 같이 식당에 가요.

  < 보 기 >   준영 : 우리 주말에 뭐 할까?
              민상 :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자. (산책하다)

1. 다음 대화를 보고 < 보기 >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1) 준영 : 오늘 오후에                  ? (커피를 마시다)     
   영희 : 미안해요. 약속이 있어요.

2) 이수 : 다리가 아픈데                  ? (여기에서 쉬다)
   해우 : 좋아요. 여기에 앉아서 잠깐 쉬어요.

3) 보라 : 이따가 같이                    ? (점심을 먹다)       
   지연 : 오늘은 바빠요. 내일 같이 먹어요.

4) 도준 : 오늘 오후에                          ? (영화를 보다)
   효주 : 좋아요. 도준 씨, 한국 영화 어때요? 

2. 다음 대화를 보고 < 보기 >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1) 이수 : 우리 점심에 라면 먹자. 어때?
   해우 : 아침에 라면 먹었어. 점심은                         (비빔밥을 먹다)

2) 보라 : 방이 더러워. 우리 지금                   (청소하다)
   이수 : 지금 시간이 없어. 내일 해.

3) 해우 : 오후 2시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할까? 
   화영 : 그래.                       (2시에 도서관에서 만나다)

4) 나영 : 내일 나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아진 : 응. 좋아. 몇 시에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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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 이수 : 우리 같이 식당에 갈까요? (식당에 가다)   
         해우 : 네, 같이 식당에 가요.

< 보기 >  준영 : 우리 주말에 뭐 할까?   
          민상 :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자. (산책하다)

정답 (Answer)

1. 다음 대화를 보고 < 보기 >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1) 준영 : 오늘 오후에 커피를 마실까요? (커피를 마시다)    
   영희 : 미안해요. 약속이 있어요.

2) 이수 : 다리가 아픈데 여기에서 쉴까요? (여기에서 쉬다)
   해우 : 좋아요. 여기에 앉아서 잠깐 쉬어요.

3) 보라 : 이따가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점심을 먹다)  
   지연 : 오늘은 바빠요. 내일 같이 먹어요.
   
4) 도준 : 오늘 오후에 영화를 볼까요? (영화를 보다)
   효주 : 좋아요. 도준 씨, 한국 영화 어때요?

2. 다음 대화를 보고 < 보기 >와 같이 문장을 만드세요.

1) 이수 : 우리 점심에 라면 먹자. 어때?
   해우 : 아침에 라면 먹었어. 점심은 비빔밥을 먹자. (비빔밥을 먹다)

2) 보라 : 방이 더러워. 우리 지금 청소하자. (청소하다)
   이수 : 지금 시간이 없어. 내일 해.

3) 해우 : 오후 2시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할까? 
   화영 : 그래. 2시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4) 나영 : 내일 나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자.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아진 : 응. 좋아. 몇 시에 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