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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speak Korean

   아이가 어머니를 닮았어요.   [agiga eomeonireul dalmasseoyo]
   형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hyeongi abeojireul dalmasseoyo]
   동해는 제임스를 닮았어요.   [Donghaeneun Jeimseureul dalmasseoyo]

   나는 동생과 몸무게가 비슷해요. 
   [naneun dongsaenggwa mommugega biseutaeyo]
   내 옷과 친구의 옷이 비슷해요.
   [nae otgwa chinguui osi biseutaeyo]
   
   내 이름과 친구의 이름이 똑같아요.
   [nae ireumgwa chinguui ireumi ttokgatayo]
   나는 동생과 키가 똑같아요.
   [naneun dongsaenggwa kiga ttokgatayo]
   동해와 도진이는 키가 똑같아요.
   [Donghaewa Dojinineun kiga ttokgatayo]


    나는 언니와 취미가 달라요. 
    [naneun eonniwa chwimiga dallayo]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격이 달라요.
    [abeojiwa eomeonineun seonggyeogi dallayo]
    동해와 도진이는 몸무게가 달라요.
    [Donghaewa Dojinineun mommugega dallayo]

Lesson 30 - 유사                 Similarity

Today's Dugeundu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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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다   resemble 비슷하다 similar 똑같다   same, equal
다르다 different 키       height 선선하다 cool
고향   hometown 날씨     weather 값       price

어휘 (Vocabulary)

 < 보기 >     달라요         닮았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 보기 >   웃어요   @    웃어요        웃어요        웃어요   

1. < 보기 >와 같이 글자를 3번 쓰십시오.

1) 닮았어요    @                                                    

2) 비슷해요    @                                                    

3) 똑같아요    @                                                    

4) 달라요      @                                                    

2. 다음 대화를 보고 알맞을 말을 고르십시오.

1. 제 이름은 ‘영수’예요. 제 친구 이름도 ‘영수’예요. 우리 이름은                 . 
   
2. 지금 한국은 겨울이에요. 제 고향은 여름이에요.
   한국과 고향은 계절이                       . 

3. 이 옷은 10,000원이고 저 옷은 11,000원이에요. 값이                   . 

4. 아버지는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해요. 동생도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해요.
   저는 키가 작고 운동을 싫어해요.
   동생은 아버지를                  . 
   저는 아버지와                    . 

Learn More!



- 3 -

 < 보기 >     달라요      닮았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정답 (Answer)

1. < 보기 >와 같이 글자를 3번 쓰십시오.

1) 닮았어요    @                                                    

2) 비슷해요    @                                                    

3) 똑같아요    @                                                    

4) 달라요      @                                                    

2. 다음 대화를 보고 알맞을 말을 고르십시오.

1. 제 이름은 ‘영수’예요. 제 친구 이름도 ‘영수’예요. 우리 이름은 똑같아요.
   
2. 지금 한국은 겨울이에요. 제 고향은 여름이에요.
   한국과 고향은 계절이 달라요.

3. 이 옷은 10,000원이고 저 옷은 11,000원이에요. 값이 비슷해요. (=달라요)

4. 아버지는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해요. 동생도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해요.
   저는 키가 작고 운동을 싫어해요.
   동생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는 아버지와 달라요 (= 안 닮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