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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가요? [eodie gayo?]       집에 가요.   [jibe gayo]
학교에 가요. [hakgyoe gayo]       회사에 가요. [hoesae gayo]

집에 있어요.            [jibe isseoyo]
학교에 있어요.           [hakgyoe isseoyo]
회사에 있어요.           [hoesae isseoyo]
수정 씨 어디에 있어요?  [Sujeong ssi eodie isseoyo]

여기 있어요.             [yeogi isseoyo] 
책이 여기 있어요.        [chaegi yeogi isseoyo]
저기 있어요.             [jeogi isseoyo]
수정 씨가 저기에 있어요. [Sujeong ssiga jeogie isseoyo]
앞에 있어요.             [ape isseoyo]
책상 앞에 있어요.        [cheaksang ape isseoyo]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gabangi eodie isseoyo]
책상 뒤에 있어요.        [chaeksang dwie isseoyo]

Let's speak Korean



  

   

   어디 [eodi]    여기 [yeogi]     저기 [jeogi]       앞 [ap]      뒤 [dwi]

Lesson 11     장소              Where / Place

Today's Dugeundugeun



백현 : 지금 어디에 가요? 
현정 :             에 가요.              에서 영화를 봐요.

석호 :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수정 : 회사는              옆에 있어요. 

봉구 : 어제 어디에 갔어요?
찬두 :             에 갔어요.              에서 쇼핑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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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기 >      학교         회사         백화점         극장

< 보기 >     앞(front)      뒤(back)      옆(side)

1. 다음 대화를 보고 < 보기 >에서 알맞을 말을 쓰세요.

1) 

   
2) 
  

3)
  

2. 다음 사진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1) 백현 : 핸드폰이 컴퓨터   앞  에 있어요. 

2) 수정 : 컴퓨터가 핸드폰       에 있어요.

3) 수정 : 가방이 잡지 앞에 있어요? 
   춘삼 : 아니요,                             . 

4) 수정 : 휴지가 어디에 있어요?
   석호 :                                     . 

5) 찬두 :  컴퓨터가 컵 옆에 있어요?
   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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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here 거기 there 저기 over there
휴지   tissue 컵 cup 회사 company
잡지   magazine 앞 front 뒤   back
옆     side 백화점 department store 극장 movie-theater

어휘 (Vocabulary)

  < 보기 >      학교         회사         백화점         영화관

Learn More!

정답 (Answer)

1. 다음 대화를 보고 < 보기 >에서 알맞을 말을 쓰세요.

1) 현정 :  극장 에 가요.  극장 에서 영화를 봐요.
2) 수정 : 회사는    학교/백화점/극장    옆에 있어요. 
3) 찬두 :   백화점  에 갔어요.    백화점  에서 쇼핑을 했어요.

2. 다음 사진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1) 백현 : 핸드폰이 컴퓨터 앞에 있어요. 
2) 수정 : 컴퓨터가 핸드폰 뒤에 있어요.

3) 수정 : 가방이 잡지 앞에 있어요? 
   춘삼 : 아니요, 가방이 잡지 뒤에 있어요.

4) 수정 : 휴지가 어디에 있어요?
   석호 : 휴지가 컵 뒤에 있어요. / 휴지가 컴퓨터 옆에 있어요.

5) 찬두 : 컴퓨터가 컵 옆에 있어요? 
   봉구 : 아니요, 컴퓨터가 가방 옆에 있어요./ 아니요, 컴퓨터가 휴지 옆에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