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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Korean 1 ‐ Unit 5
Action Verbs
1.

한국어 공부해.

I’m studying Korean.

2.

집에 전화해.

I’m calling home.

3.

음악 들어.

I’m listening to music.

4.

자전거 타.

I’m riding a bike.

5.

책 읽어.

I’m reading a book.

6.

테니스 쳐.

I’m playing tennis.

7.

텔레비전 봐.

I’m watching TV.

8.

노래해.

I’m singing.

9.

버스 기다려.

I’m waiting for a bus.

10.

이메일 써.

I’m writing an email.

11.

음식 만들어.

I’m cooking. (Lit. I’m making food.)

12.

집 청소해.

I’m cleaning the house.

13.

잠자.

I’m sleeping.

14.

옷 입어.

I’m putting on clothes.

15.

춤춰.

I’m dancing.

16.

주스 마셔.

I’m drinking juice.

17.

사진 찍어.

I’m taking a photo.

18.

결혼해.

I’m getting married.

19.

친구 만나.

I’m meeting a friend.

20.

쇼핑해.

I’m shopping.

21.

아침 먹어.

I’m having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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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두 사.

I’m buying dress shoes.

23.

집에서 쉬어.

I’m having a rest at home.

24.

문자 보내.

I’m sending a text.

25.

오늘 일해.

I’m working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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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Dialogues with Verbs +니? and +(아/어) endings (1)
1.

A: 숙제하니?

Doing your homework?

B: 어, 숙제해.
2.

A: 청소하니?

Doing the cleaning?

B: 어, 청소해.
3.

A: 지금 공부하니?

Studying?

B: 어, 공부해.
4.

A: 너 지금 노래하니?

Are you singing?

B: 어, 노래해.
5.

A: 오늘 일하니?

Working today?

B: 어, 오늘 일해.
6.

A: 오늘 운동하니?

Doing exercise today?

B: 어, 운동해.
7.

A: 그 사람 사랑하니?

D'you love her/him?

B: 어, 사랑해.
8.

A: 친구한테 전화하니?

Calling your friend?

B: 어, 전화해.
9.

A: 너 주말에 쇼핑하니?

D'you do your shopping on the weekends?

B: 어, 쇼핑해.
10.

A: 너 한국 음악 좋아하니?

D'you like Korean music?

B: 어, 좋아해.
11.

A: 김치 싫어하니?

D'you dislike Kimchi?

B: 아니, 안 싫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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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Dialogues with Verbs +니? and +(아/어) endings (2)
1.

A: 커피 사니?

Buying a coffee?

B: 어, 커피 사.
2.

A: 오늘 친구 만나니?

Meeting your friend today?

B: 어, 친구 만나.
3.

A: 너 지금 잠 자니?

Are you sleeping?

B: 어, 자.
4.

A: 오늘 자전거 타니?

Riding a bike today?

B: 어, 자전거 타.
5.

A: 오늘 돈 찾니?

Withdrawing money today?

B: 어, 돈 찾아.
6.

A: 영화 보니?

Watching a movie?

B: 어, 영화 봐.
7.

A: 너 아침 먹니?

D'you eat breakfast?

B: 어, 먹어.
8.

A: 책 읽니?

Reading a book?

B: 어, 책 읽어.
9.

A: 사진 찍니?

Taking a photo?

B: 어, 사진 찍어.
10.

A: 오늘 이 옷 입니?

Gonna wear this clothes?

B: 어, 그거 입어.
11.

A: 내일 시간 있니?

D'you have time tomorrow?

B: 어, 시간 있어. 왜?
12.

A: 너 돈 좀 없니?

Don’t you have any money?

B: 어, 나 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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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Dialogues with Verbs +니? and +(아/어) endings (3)
1.

A: 오늘 쉬니?

Having a day off today?

B: 어, 쉬어.
2.

A: 너 춤 잘 추니?

Are you a good dancer? (Lit. D'you dance well?)

B: 어, 춤 잘 춰.
3.

A: 거기 돈 많이 주니?

Do they pay good? (Lit. Do they give lots of money?)

B: 어, 많이 줘.
4.

A: 너 담배 피우니?

D'you smoke?

B: 아니, 안 피워.
5.

A: 너 콜라 마시니?

D'you drink coke?

B: 아니, 안 마셔.
6.

A: 버스 기다리니?

Waiting for a bus?

B: 어, 버스 기다려.
7.

A: 책 빌리니?

Borrowing a book?

B: 어, 책 빌려.
8.

A: 너 그림 잘 그리니?

Are you good at drawng? (Lit. D'you draw a painting well?)

B: 어, 잘 그려.
9.

A: 오늘 테니스 치니?

Playing tennis today?

B: 어, 테니스 쳐.
10.

A: 문자 보내니?

Sending a text?

B: 어, 문자 보내.
11.

A: 음악 듣니?

Listening to music?

B: 어, 음악 들어.
12.

A: 리포트 쓰니?

Writing your assignment?

B: 어, 리포트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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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Dialogues with Adjectives +니? and +(아/어) endings (1)
1.

A: 너 괜찮니?

Are you all right?

B: 어, 괜찮아.
2.

A: 거기 싸니?

Is that place cheap?

B: 어, 정말 싸.
3.

A: 거기 비싸니?

Is that place expensive?

B: 아니, 안 비싸.
4.

A: 거기 좋니?

Is that place good?

B: 어, 좋아.
5.

A: 친구 많니?

D'you have many friends?

B: 어, 많아.
6.

A: 그거 맛있니?

Is that delicious?

B: 어, 맛있어.
7.

A: 그거 맛없니?

Is that not tasty?

B: 어, 맛없어.
8.

A: 수업 재미있니?

Is your class good/fun?

B: 어, 재미있어.
9.

A: 그 영화 재미없니?

Is that movie not good?

B: 어, 재미없어.
10.

A: 양고기 싫니?

D'you dislike lamb?

B: 어, 싫어.
11.

A: 네 오빠 잘생겼니?

Is your brother good‐looking?

B: 어, 잘생겼어.
12.

A: 숙제 힘드니?

Is your homework hard?

B: 아니, 안 힘들어.*
13.

A: 많이 피곤하니?

Are you very tired?

B: 아니, 별로 안 피곤해.

6

My Korean 1 ‐ Unit 5
Short Dialogues with Adjectives +니? and +(아/어) endings (2)
1.

A: 지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B: 어, 배고파.
2.

A: 너 아프니?

Are you sick?

B: 아니, 안 아파.
3.

A: 오늘 바쁘니?

Are you busy today?

B: 어, 좀 바빠.
4.

A: 오늘 날씨 나쁘니?

Is the weather bad today?

B: 어, 나빠.
5.

A: 네 여자친구 예쁘니?

Is your girl‐friend pretty?

B: 어, 예뻐.
6.

A: 많이 덥니?

Are you feeling very hot?

B: 어, 많이 더워.
7.

A: 지금 춥니?

Are you feeling cold?

B: 어, 추워.
8.

A: 그 책 무겁니?

Is that book heavy?

B: 어, 조금 무거워.
9.

A: 거기 아름답니?

Is that place beautiful?

B: 어, 아름다워.
10.

A: 김치 맵니?

Is Kimchi spicy‐hot?

B: 어, 매워.
11.

A: 아기 귀엽니?

Is the bay cute?

B: 어, 정말 귀여워.
12.

A: 한국어 쉽니?

Is Korean easy?

B: 어, 쉬워.
13.

A: 리포트 어렵니?

Is your assignment hard?

B: 아니, 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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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Dialogues with Verbs +{으}세요 & +(아/어)요 endings (1)
1.

A: 내일 시간 있으세요?

Do you have time tomorrow?

B: 네, 시간 있어요. 왜요?
2.

A: 돈 좀 없으세요?

Do you have any money with you?
(Lit. Don’t you have any money?)

B: 네, 저 돈 없어요.
3.

A: 사진 찍으세요?

Are you taking pictures?

B: 네, 사진 찍어요.
4.

A: 오늘 이 옷 입으세요?

Are you going to wear this clothes today?

B: 네, 그거 입어요.
5.

A: 책 읽으세요?

Are you reading a book?

B: 네, 책 읽어요.
6.

A: 음악 들으세요?

Are you listening to music?

B: 네, 음악 들어요. *(듣‐)
7.

A: 앞에 앉으세요?

Are you going to sit in the front?

B: 네, 앞에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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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Dialogues with Verbs +{으}세요 & +(아/어)요 endings (2)
1.

A: 청소하세요?

Are you doing the cleaning?

B: 네, 청소해요.
2.

A: 주말에 쇼핑하세요?

Do you do your shopping on weekends?

B: 네, 쇼핑해요.
3.

A: 지금 공부하세요?

Are you studying?

B: 네, 공부해요.
4.

A: 오늘 일하세요?

Are you working today?

B: 네, 오늘 일해요.
5.

A: 한국 음악 좋아하세요?

Do you like Korean music?

B: 네, 좋아해요.
6.

A: 김치 싫어하세요?

Do you dislike Kimchi?

B: 아니요, 안 싫어해요.
7.

A: 그 분 사랑하세요?

Do you love him/her?

B: 네, 사랑해요.
8.

A: 커피 사세요?

Are you buying a coffee?

B: 네, 커피 사요.
9.

A: 오늘 친구분 만나세요?

Are you meeting your friend today?

B: 네, 친구 만나요.
10.

A: 오늘 수업 언제 끝나세요?

When does your class finish today?

B: 2 시에 끝나요.
11.

A: 오늘 자전거 타세요?

Are you riding a bike today?

B: 네, 자전거 타요.
12.

A: 안에 들어가세요?

Are you going inside?

B: 네, 안에 들어가요.

9

My Korean 1 ‐ Unit 5
Short Dialogues with Verbs +{으}세요 & +(아/어)요 endings (3)
1.

A: 버스 기다리세요?

Are you waiting for a bus?

B: 네, 버스 기다려요.
2.

A: 책 빌리세요?

Are you borrowing a book?

B: 네, 책 빌려요.
3.

A: 오늘 테니스 치세요?

Are you playing tennis today?

B: 네, 테니스 쳐요.
4.

A: 춤 잘 추세요?

Are you good at dancing? (Lit. Do you dance well?)

B: 네, 춤 잘 춰요.
5.

A: 돈 좀 주세요.

Would you give me some money, please?

B: 저 돈 없어요.
6.

A: 문자 보내세요?

Are you sending a text?

B: 네, 문자 보내요.
7.

A: 영화 보세요?

Are you watching a movie?

B: 네, 영화 봐요.
8.

A: 리포트 쓰세요?

Are you writing a report?

B: 네, 리포트 써요.
9.

A: 오늘 쉬세요?

Are you on your day off today?

B: 네, 쉬어요.
10.

A: 아침 드세요? *

Do you eat breakfast?

B: 네, 먹어요.
11.

A: 콜라 드세요? *

Do you drink coke?

B: 아니요, 안 마셔요.
12.

A: 지금 주무세요? *

Are you sleeping?

B: 네, 자요.

10

My Korean 1 ‐ Unit 5
Short Dialogues with Adjectives +{으}세요 & +(아/어)요 endings (1)
1.

A: 괜찮으세요?

Are you all right?

B: 네, 괜찮아요.
2.

A: 수업 재미있으세요?

Is your class good/fun?

B: 네, 재미있어요.
3.

A: 그 영화 재미없으세요?

Is that movie not good?

B: 네, 재미없어요.
4.

A: 그거 맛있으세요?

Is that delicious?

B: 네, 맛있어요.
5.

A: 그거 맛없으세요?

Is that not tasty?

B: 네, 맛없어요.
6.

A: 양고기 싫으세요?

Do you dislike lamb?

B: 네, 싫어요.
7.

A: 친구 많으세요?

Do you have many friends?

B: 네, 많아요.
8.

A: 지금 배고프세요?

Are you hungry?

B: 네, 배고파요.
9.

A: 아프세요?

Are you sick?

B: 아니요, 안 아파요.
10.

A: 오늘 바쁘세요?

Are you busy today?

B: 네, 좀 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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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Dialogues with Adjectives +{으}세요 & +(아/어)요 endings (2)
1.

A: 한국어 쉬우세요?
B: 네, 쉬워요.

2.

Is Korean easy?

*(쉽‐)

A: 리포트 어려우세요?

Is your assignment difficult?

B: 아니요, 안 어려워요. *(어렵‐)
3.

A: 지금 추우세요?
B: 네, 추워요.

4.

Are you feeling cold?

*(춥‐)

A: 많이 더우세요?

Are you feeling very hot?

B: 네, 많이 더워요. *(덥‐)
5.

A: 그 가방 무거우세요?

Is that bag heavy?

B: 네, 조금 무거워요. *(무겁‐)
6.

A: 김치 매우세요?

Is Kimchi spicy‐hot?

B: 네, 매워요. *(맵‐)
7.

A: 숙제 힘드세요?

Is your homework hard?

B: 아니요, 안 힘들어요.
8.

A: 목마르세요?

Are you thirsty?

B: 네, 목말라요.
9.

A: 많이 피곤하세요?

Are you very tired?

B: 아니요, 별로 안 피곤해요.
10.

A: 궁금하세요?

Do you want to know? (Lit. Are you curious?)

B: 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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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Dialogues with Verbs +{을/ㄹ}까? and +자 endings (1)
1.

2.

A: 우리 점심 같이 먹을까?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B: 그래. 같이 먹자.

Yeah, all right. Let’s.

A: 우리 책 읽을까?

Shall we read a book?

B: 어, 그래. 책 읽자.
3.

A: 우리 사진 찍을까?

Shall we take a picture?

B: 어, 그래. 사진 찍자.
4.

A: 우리 옷 입을까?

Shall we get changed?

B: 어, 그래. 옷 입자.
5.

A: 우리 돈 좀 찾을까?

Shall we withdraw some money?

B: 어, 그래. 돈 찾자.
6.

A: 우리 음악 들을까?

Shall we listen to music?

B: 어, 그래. 음악 듣자.
7.

A: 우리 앞에 앉을까?

Shall we sit in the front?

B: 그래. 앞에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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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Dialogues with Verbs +{을/ㄹ}까? and +자 endings (2)
1.

2.

A: 우리 숙제할까?

Shall we do homework?

B: 어, 그래. 숙제하자.

Yeah, all right. Let’s.

A: 우리 집 청소할까?

Shall we clean the house?

B: 어, 그래. 청소하자.
3.

A: 우리 같이 공부할까?

Shall we study together?

B: 어, 그래. 같이 공부하자.
4.

A: 우리 노래할까?

Shall we sing a song?

B: 어, 그래. 노래하자.
5.

A: 우리 이제 일할까?

Shall we (start to) work now?

B: 어, 그래. 일하자.
6.

A: 우리 오늘 운동할까?

Shall we do some exercise today?

B: 어, 그래. 운동하자.
7.

A: 우리 민서한테 전화할까?

Shall we make a call to Minseo?

B: 어, 그래. 민서한테 전화하자.
8.

A: 주말에 우리 쇼핑할까?

Shall we go shopping at the weekend?

B: 어, 그래. 쇼핑하자.
9.

A: 우리 자동차 살까?

Shall we buy a car?

B: 그래. 자동차 사자.
10.

A: 우리 민서 만날까?

Shall we see Minseo?

B: 어, 그래. 민서 만나자.
11.

A: 우리 이제 잠잘까?

Shall we (go to) sleep now?

B: 그래. 자자. *(잠자‐)
12.

A: 우리 자전거 탈까?

Shall we ride a bike?

B: 어, 그래. 자전거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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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Dialogues with Verbs +{을/ㄹ}까? and +자 endings (3)
1.

2.

A: 우리 커피 마실까?

Shall we have coffee?

B: 어, 그래 커피 마시자.

Yeah, all right. Let’s.

A: 우리 좀 더 기다릴까?

Shall we wait a bit more?

B: 어, 그래. 좀 더 기다리자.
3.

A: 우리 자전거 빌릴까?

Shall we borrow/hire bikes?

B: 그래. 자전거 빌리자.
4.

A: 우리 그림 그릴까?

Shall we draw a picture?

B: 어, 그래. 그림 그리자.
5.

A: 우리 테니스 칠까?

Shall we play tennis?

B: 어, 그래. 테니스 치자.
6.

A: 우리 이거 민서 줄까?

Shall we give this to Minseo?

B: 어, 그래. 민서 주자.
7.

A: 우리 춤출까?

Shall we dance?

B: 그래. 춤추자.
8.

A: 우리 카드 보낼까?

Shall we send a card?

B: 어, 그래. 카드 보내자.
9.

A: 우리 영화 볼까?

Shall we watch a movie?

B: 어, 그래. 영화 보자.
10.

A: 우리 리포트 쓸까?

Shall we write our assignment?

B: 어, 그래. 리포트 쓰자.
11.

A: 오늘 우리 쉴까?

Shall we take a day off today?

B: 그래. 오늘 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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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Korean 1 ‐ Unit 7
Short Dialogues with Verbs +(았/었)어 ending (1)
1.

A: 네 방 청소했니?

Cleaned your room?

B: 어, 청소했어.
2.

3.

A: 시험 공부 많이 했니?

Studied a lot for the exam?

B: 아니, 별로 못 했어.

Nah, I haven’t done much.

A: 주말에 뭐 했니? 알바했니?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Worked part‐time?

B: 어, 알바했어.
4.

A: 집에 전화했니?

Called home?

B: 어, 전화했어.
5.

A: 숙제 다 했니?

Done all your homework?

B: 어, 다 했어.
6.

A: 주말에 운동 많이 했니?

Did you do lots of exercise on the weekend?

B: 어, 많이 했어.
7.

A: 너 나 좋아했어?

You had a crush on me?

B: 내가 미쳤냐?

Are you crazy? (Lit. Am I ins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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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Korean 1 ‐ Unit 7
Short Dialogues with Verbs +(았/었)어 ending (2)
1.

A: 무슨 책 샀니?

What (kind of) book did you buy?

B: 어… 한국어 책 샀어.
2.

3.

A: 민서 벌써 집에 갔니?

Minseo already gone home?

B: 어, 아까 갔어.

Yeah, a little while ago.

A: 잘 잤니?

Did you sleep well?

B: 어, 잘 잤어.
4.

A: 주말에 자전거 탔니?

Did you ride a bike on the weekend?

B: 어, 자전거 탔어.
5.

A: 오늘 누구 만났니?

Who did you meet today?

B: 어… 민서 만났어.
6.

A: 수업 벌써 끝났니?

Your class already finished?

B: 어, 끝났어.
7.

A: 무슨 영화 봤니?

What movie did you see?

B: 한국 영화 봤어.
8.

9.

10.

A: 걔 언제 왔니?

When did she/he come?

B: 어제 왔어.

Yesterday.

A: 너 반지 찾았니?

Found the ring?

B: 아니, 못 찾았어. 어떡하지?

Nah, I haven’t. What should I do?

A: 너 감기 다 나았니?

Got over your cold?

B: 어, 다 나았어.
11.

A: 너 밥 먹었니?

Have you eaten?

B: 어, 먹었어.
12.

A: 그 책 다 읽었니?.

Finished reading the book?

B: 어, 다 읽었어
13.

A: 사진 많이 찍었니?

Did you take lots of pictures?

B: 어, 많이 찍었어.
14.

A: 무슨 일 있었어?

Anything (bad) happened?

B: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Nah, nothing hap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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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Korean 1 ‐ Unit 7
Short Dialogues with Verbs +(았/었)어 ending (3)
1.

A: 주말에 잘 쉬었니?

Did you have a good rest on the weekend?

B: 어, 잘 쉬었어.
2.

A: 민서한테 생일 선물 줬니?

Did you give Minseo a birthday present?

B: 어, 줬어.
3.

A: 한국어 어디에서 배웠어?

Where did you learn Korean?

B: 어… 모나쉬에서 배웠어.
4.

A: 너 담배 피웠니?

Have you smoked?

B: 아니, 안 피웠어.
5.

A: 너 술 마셨니?

Have you had a drink?

B: 아니, 안 마셨어.
6.

A: 오래 기다렸어?

Been waiting long?

B: 아니, 오래 안 기다렸어.
7.

A: 책 빌렸니?

Borrowed a book?

B: 어, 책 빌렸어.
8.

9.

10.

A: 오늘 테니스 안 쳤니?

Didn’t you play tennis today?

B: 어, 안 쳤어.

Nah, I didn’t.

A: 문자 벌써 보냈니?

Sent a text already?

B: 어, 아까 보냈어. 왜?

Yeah, a little while ago. Why?

A: 리포트 다 끝냈니?

Finished the assignment?

B: 어, 다 끝냈어.
11.

A: 그동안 잘 지냈니?

Been well?

B: 어, 잘 지냈어. 넌?
12.

A: 주말에 뭐 했니? 음악 들었니?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Listened to
music?

B: 어, 음악 들었어.
13.

A: 리포트 다 썼니?

Finished writing the report?

B: 아니, 아직 다 못 썼어.

Nah, not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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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Korean 1 ‐ Unit 7
Short Dialogues with Adjectives +(았/었)어 ending (1)
1.

A: 그 커피숍 커피 괜찮았니?

Did that coffee shop have good coffee?
(Lit. Was coffee good in that coffee shop?)

B: 어, 괜찮았어.
2.

A: 거기 비쌌어?

Was that place expensive?

B: 아니, 아주 쌌어.
3.

A: 거기 좋았니?

Wast that place good?

B: 어, 진짜 좋았어.
4.

A: 거기 사람 많았니?

Was that place crowded? (Lit. Were there lots of
people there?

B: 어, 정말 많았어.
5.

A: 그거 맛없었어?

Was that not tasty?

B: 아니, 아주 맛있었어.
6.

A: 그 영화 재미없었어?

Was that movie not good?

B: 아니, 아주 재미있었어.
7.

A: 공부가 그렇게 싫었니?

Did you hate studying that much?

B: 어, 싫었어.
8.

A: 숙제 힘들었니?

Was your homework hard?

B: 아니, 별로 안 힘들었어.
9.

A: 어제 많이 피곤했니?

Were you very tired yesterday?

B: 어, 좀 피곤했어.
10.

A: 많이 궁금했니?

Did you really wanna know? (Lit. Were you really
curious?)

B: 어, 진짜 궁금했어.
11.

A: 한국에서 돈 많이 필요했니?

Did you need lots of money in Korea?

B: 아니, 별로 안 필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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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Korean 1 ‐ Unit 7
Short Dialogues with Adjectives +(았/었)어 ending (2)
1.

A: 많이 배고팠니?

Were you very hungry?

B: 어, 많이 배고팠어.
2.

3.

A: 너 많이 아팠니?

Were you very sick?

B: 어, 좀 아팠어. 근데 이제 괜찮아.

Yeah, a little bit. But I’m fine now.

A: 오늘 바빴니?

Were you busy today?

B: 어, 좀 바빴어.
4.

A: 너 기분 나빴니?

Did I upset you? (Lit. Was your mood bad?)

B: 아니, 안 나빴어.
5.

A: 걔가 그렇게 예뻤니?

Was she that pretty?

B: 어, 진짜 예뻤어.
6.

A: 한국 많이 더웠니?

Was it very hot in Korea?

B: 어, 많이 더웠어.
7.

A: 한국 추웠니?

Was it cold in Korea?

B: 어, 정말 추웠어.
8.

9.

A: 그 가방 안 무거웠니?

Wasn’t that bag heavy?

B: 어, 하나도 안 무거웠어.

Nah, it wasn’t heavy at all.

A: 김치 매웠니?

Was Kimchi spicy‐hot?

B: 어, 좀 매웠어.
10.

A: 시험 어려웠어?

Was the exam difficult?

B: 아니, 아주 쉬웠어

Nah, it was ver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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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Korean 1 ‐ Unit 8
Short Dialogues with Verbs +{을/ㄹ}래 ending (1)
1.

2.

A: 피자 먹을래?

Wanna eat pizza?

B: 아니, 피자말고 치킨 먹자.

Nah, not pizza. Let’s have chicken.

A: 우리 책 읽자.
B: 싫어. 난 책 안 읽을래.

3.

4.

Nah, I don’t wanna read a book.

A: 사진 찍자.
B: 아니, 난 사진 안 찍을래.

Nah, I don’t wanna take a picture.

A: 우리 같이 음악 안 들을래?

Don’t you wanna listen to music with me?

B: 그래, 음악 듣자.
5.

A: 우리 앞에 앉자.

Let’s sit in the front.

B: 아니, 난 뒤에 앉을래.

Nah, I wanna sit in th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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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Korean 1 ‐ Unit 8
Short Dialogues with Verbs +{을/ㄹ}래 ending (2)
1.

2.

A: 우리 숙제 같이 안 할래?

Don’t you wanna do homework with me?

B: 그래, 같이 하자.

All right. Let’s do it together.

A: 우리 청소하자.
B: 싫어. 난 청소 안 할래.

3.

A: 공부하자.
B: 싫어. 난 공부 안 할래.

4.

5.

6.

Nah, I don’t wanna do the cleaning.

Nah, I don’t wanna study.

A: 우리 노래하자.
B: 난 노래 안 할래.

Nah, I don’t wanna sing.

A: 우리 이제 일하자.

Let’s work now.

B: 싫어. 난 일 안 할래. 더 쉴래.

Nah, I don’t wanna work. I wanna rest more.

A: 우리 같이 운동 안 할래?

Don’t you wanna do exercise with me?

B: 그래, 같이 운동하자.
7.

A: 우리 주말에 같이 쇼핑할래?

Wanna go shopping with me on the weekend?

B: 그래, 같이 쇼핑하자.
8.

9.

A: 이 구두 예쁘다. 이거 사자.

These shoes are pretty! Let’s buy them.

B: 난 별로야. 안 살래.

Not really. I don’t wanna buy them.

A: 오늘 민서 같이 안 만날래?

Don’t you wanna see Minseo with me today?

B: 그래, 같이 만나자.
10.

11.

A: 이제 잠자자.
B: 싫어. 난 안 잘래.

Nah, I don’t wanna sleep.

A: 우리 오늘 자전거 탈래?

Wanna ride a bike with me today?

B: 그래, 자전거 타자.
12.

13.

A: 우리 안에 들어가자.

Let’s go inside.

B: 아니, 난 안 들어갈래.

Nah, I don’t wanna go in.

A: 집에 가자.
B: 아니, 오늘 나 집에 안 갈래.

Nah, I don’t wanna go hom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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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Korean 1 ‐ Unit 8
Short Dialogues with Verbs +{을/ㄹ}래 ending (3)
1.

2.

3.

A: 우리 커피 마시자.
B: 음… 난 커피말고 주스 마실래.

Hmm, instead of coffee, I wanna drink
juice.

A: 민서 금방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Minseo will be here soon. Let’s wait a little
bit more.

B: 아니, 난 더 안 기다릴래.

Nah, I don’t wanna wait any more.

A: 오늘 테니스 안 칠래?

Don’t you wanna play tennis today?

B: 그래, 같이 테니스 치자.
4.

A: 우리 같이 춤출래?

Wanna dance with me?

B: 그래, 같이 춤추자.
5.

6.

7.

A: 우리 영화 보자.
B: 아니, 난 뉴스 볼래.

Nah, I wanna see news.

A: 우리 오늘 쉬자.

Let’s have a rest today.

B: 싫어. 난 안 쉴래. 일할래.

Nah, I don’t wanna rest. I wanna work.

A: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Sorry, it was all my fault.
Let’s get back together.

우리 다시 만나자.
B: 아니, 난 너랑 그만 끝낼래. (끝내‐)

Nah, I wanna end ou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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