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행복해요 [haengbokaeyo]
저는 요즘 행복해요 [jeoneun yojeum haengbokaeyo]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gyeolhon saenghwari haengbokaeyo]
즐거워요 [jeulgeowoyo]
쇼핑이 즐거워요 [syopingi jeulgeowoyo]
요즘 학교생활이 즐거워요 [yojeum hakgyosaenghwari jeulgeowoyo]
한국여행이 즐거워요 [hangungnyeohaengi jeulgeowoyo]
재미있어요 [jaemiisseoyo]
사랑비는 재미있어요 [sarangbineun jaemiisseoyo]
한국어 공부가 참 재미있어요 [hangugeo gongbuga cham jaemiisseoyo]

괴로워요 [goerowoyo]
감기 때문에 괴로워요 [gamgi ttaemune goerowoyo]
여자친구와 이별해서 괴로워요 [yeojachinguwa ibyeolhaeseo goerowoyo]
슬퍼요 [seulpeoyo]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요 [siheome tteoreojeoseo seulpeoyo]
외로워요 [oerowoyo]
한국에 혼자 살아서 외로워요 [Hangugeo honja saraseo oerowoyo]
남자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namjachinguga eopseoseo oerow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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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행복해요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행복하다 happy 즐겁다   pleasant   요즘     these days
재미있다 funny 감기     cold, flu   외롭다   lonely
슬프다   sad 괴롭다   painful   떨어지다 fail an exam

어휘 (Vocabulary)

 < 보 기 >    외로워요             슬퍼요             괴로워요

1. 다음 < 보기 >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 쓰세요.

1)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결혼했어요. 저는 지금                    . 

2) 저는 자주 쇼핑을 해요. 쇼핑이                       ‘ 

3)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                    . 

4) 개그콘서트는                    . 개그콘서트를 보면서 웃어요.

2. 다음 < 보기 >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 쓰세요.

1) 한국어 시험을 못 봤어요.                    . 

2) 저 혼자 한국에서 살아요.                    . 

3)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때문에                    . 

4)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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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행복해요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 보 기 >   외로워요       슬퍼요         괴로워요

정답 (Answer)

1. 다음 < 보기 >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 쓰세요.

1)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결혼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2) 저는 자주 쇼핑을 해요. 쇼핑이 즐거워요. / 재미있어요.

3)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 행복해요. / 즐거워요.

4) 개그콘서트는 재미있어요. 개그콘서트를 보면서 웃어요.

2. 다음 < 보기 >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 쓰세요.

1) 한국어 시험을 못 봤어요. 슬퍼요. / 괴로워요. 

2) 저 혼자 한국에서 살아요. 외로워요. / 슬퍼요. 

3)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때문에 괴로워요. 

4)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슬퍼요. / 괴로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