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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날씨 (Weather)
“Talking about seasons and weather”
Grammar: 그리고, 안
Vocabulary: Seasons, Weather

어휘와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계절 Seasons
※ 모음을 넣어 다음의 어휘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Korean word by
adding the missing vowel.

1)

ㅂ

2)

ㄹ
ㅇ

ㅁ
Spring

3)

ㅇ
ㄱ

ㅇ
ㄱ

ㅁ
Summer

4)

ㄹ
Fall

ㄹ
Winter

※ 아래의 그림에 맞는 계절을 쓰세요. Write the name of the season in
Korean above each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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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Grammar
‘그리고’
‘그리고’ comes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to connect it to the
previous sentence. In contrast, ‘하고’ is used to connect two nouns.
‘그리고’ sentence + sentence
저는 갈비를 좋아해요. 그리고 불고기
도 좋아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중국어도
공부해요.

‘하고’ noun + noun
저는 갈비하고 불고기를 좋아해요.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공부해요.

※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리고’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Look at the
pictures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s using '그리고'.
가: 커피를 좋아해요?
1)

나: 네, 커피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유도 좋아해요.
가: 라면을 먹어요?

2)

나: 네, 라면을 먹어요.

가: 뭐를 사요?
3)

나: 샌드위치를 사요.
가: 뭐 해요?

4)

나: 책을 읽어요.

잠깐! (Just a minute)
‘도’ is used after a noun to mean ‘too’ or ‘also.’ It replaces the
subject particle ‘이/가’, the topic particle ‘은/는’ and the object
particle ‘을/를’ but can be used together with the location particles
‘에’, ‘에서.’
학교에 가요. 회사에도 가요.
사과를 사요. 바나나도 사요.
집에서 공부해요. 도서관에서도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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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와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s
날씨 Weather
※ 날씨 표현을 사용해서 빈칸을 채우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eather expressions.

1) 날씨가 더워요

2) 날씨가

(to be hot)

(to be cold)

3) 날씨가
(to be warm)

4) 날씨가
(to be cool)

5) 날씨가
(to be good)

6) 날씨가
(to be bad)

7)

이 와요.
(snow)

가 와요.

8)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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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Grammar
‘안’
‘안’ comes right before the verb or adjective to express negation. In
case of ‘Noun +하다’ verbs, ‘안’ comes between the noun and ‘하다.’
‘안’ with verbs or adjectives

‘안’ with ‘Noun + 하다’ verbs

오늘 학교에 안 가요.

어제 한국어 공부를 안 했어요. 오늘 해요.

저는 바나나를 안 먹어요.

오늘 일 안 해요. 쉬어요.

※ 다음 문장을 ‘안’을 사용하여 부정문으로 대답하세요. Answer each
question with negative sentence using ‘안.’
1) 오늘 극장에 가요?

→

2) 오늘 영화를 봐요?

→

3) 우유를 마셔요?

→

4) 지금 운동해요?

→

5) 지금 책을 읽어요?

→

6)

어제 쇼핑 했어요?

→

7)

어제 빵을 먹었어요? →

아니요, 오늘 극장에 안 가요.

피곤하다 to be tired, 친절하다 to be kind, 싫어하다 to dislike

잠깐! (Just a minute)
Adjectives are negated by adding 안 to the front, even though ending
with '해요‘. Verbs, except for ‘N + 하다’, are negated by adding 안
to the front.
Adjectives ending '해요‘
피곤해요 → 안 피곤해요 (O)
피곤 안 해요 (X)
친절해요 → 안 친절해요 (O)
친절 안 해요 (X)

Verbs ending '해요‘ not from ’N + 해요‘
좋아해요 → 안 좋아해요 (O)
좋아 안 해요 (X)
싫어해요 → 안 싫어해요 (O)
싫어 안 해요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