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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중간고사 말하기 총정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문장들을 변형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동사 단어부터 학습할게요.

문장 만들기 단어 연습
go 가다.
want 원하다.
eat 먹다.
drink 마시다.
buy 사다.
have 가지다.
get 얻다.
begin 시작하다.
like 좋아하다.
think 생각하다.
forget 잊어버리다.
worry 걱정하다.

추가 학습할 단어
tourist 여행객
newcomer 신입
professor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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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band 남편
loser 패배자
office worker 회사원
kid 어린아이
farmer 농부
pilot 조종사
baby 아기
stranger 낯선 사람, 이방인
dog 개
mistake 실수
gentleman 신사
soldier 군인

새로운 단어들을 이용해 만든 간단한 문장들에 not을 더해서 문장에 부정의 뜻을 더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장들이므로 한번씩 게시판에 그대로 적어보세요.
아울러 적어보시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음악가야. I am a musician.
나는 음악가가 아니야. I am not a musician.

나는 교수가 아니야. I am not a professor.
나는 남편이 아니야. I am not a husband.

너는 요리사야. You are a cook.
너는 요리사가 아니야. You are not a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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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You are not a loser.
너는 회사원이 아니야. You are not an office worker.

우리는 친구들이야. We are friends.
우리는 친구들이 아니야. We are not friends.

우리는 어린애들이 아니야. We are not kids.
우리는 농부들이 아니야. We are not farmers.

그는 거짓말쟁이야. He is a liar.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He is not a liar.

그는 조종사가 아니야. He is not a pilot.
그는 앤더슨 씨가 아니야. He is not Mr. Anderson.

그녀는 아시아인이야. She is an Asian.
그녀는 아시아인이 아니야. She is not an Asian.

그녀는 아기가 아니야. She is not a baby.
그녀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She is not a stranger.

그것은 사과야. It is an apple.
그것은 사과가 아니야. It is not an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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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개가 아니야. It is not a dog.
그것은 실수가 아니야. It is not a mistake.

그들은 간호사야. They are nurses.
그들은 간호사가 아니야. They are not nurses.

그들은 신사들이 아니야. They are not gentlemen.
그들은 군인들이 아니야. They are not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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