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아서는
'마음‘, ’생각‘, ’기분‘, ’욕심‘, ’요즘‘, ’성질‘ 같은 명사의 뒤에 사용합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대로 했을 만한 행동
을 나타내서, 실제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Ÿ

마음 같아서는 당장 퇴근해서 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있어야지.

Ÿ

생각 같아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좀 쉬고 싶어.

※ ‘- 같아서는'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마음

생각

기분

욕심

성질

요즘

1.

같아서는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2.

같아서는 이 가게에 있는 물건을 다 사고 싶지만...

3.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고 싶어요.

4.

불경기가 너무 심해서 장사를 시작하기가 조심스러워요.

5.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고 싶지만 돈이 많지 않네요.

6.

책상 위에 올라가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요.

※ ‘- 같아서는'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 신혼집은 사기로 했어?
나 : 아니,

요즘 같아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장만하기가 쉽지 않아.

1. 가 : 여자친구하고 싸울 뻔했다면서?
나 : 응, ________________________ 화를 내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계셔서 참았어.
2. 가 :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갔어?
나 : 아니, 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고 싶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중간까지만 갔어.
3. 가 : 아르바이트 힘들다더니 계속할 생각이야?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 그만두고 싶은데 지금은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4. 가 : 아이들이랑 여행을 어디로 가기로 했어?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 해외로 가고 싶었는데 방학이 짧아서 국내만 다닐 거야.
5. 가 : 우리 결혼식은 어디에서 할까?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가 :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빠?
나 : 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가 : 이번 방학에는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에요?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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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 같아서는'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2. 욕심 같아서는 이 가게에 있는 물건을 다 사고 싶지만...
3. 성질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고 싶어요.
4. 요즘 같아서는 불경기가 너무 심해서 장사를 시작하기가 조심스러워요.
5. 생각 같아서는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고 싶지만 돈이 많지 않네요.
6. 기분 같아서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요.
※ ‘- 같아서는'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성질 같아서는
2. 욕심 같아서는
3. 생각 같아서는
4. 욕심 같아서는
5. 마음 같아서는 비싼 호텔에서 하고 싶지만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6. 기분 같아선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말야.
7.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만 일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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