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해도
'여러 가지의 예 중에서 이것만 봐도 마찬가지이다‘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명사 뒤에 사용합니다.

Ÿ

한국의 사교육 열풍은 정말 심각해요. 제 친구만 해도 학원을 네 군데나 다니고 있어요.

Ÿ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10%가 늘었어요.

※ ‘-만 해도'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우리 동네

도라에몽

주차비

달리기

채소 값

우리 집

1. 자동차는 관리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_________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2. 요즘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_________만 해도 식구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걸요.
3. 근호 씨는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__________만 해도 100미터를 11초에 달린다고 하니 말 다했죠.
4. 일본 만화는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_________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5. 요즘 대형 커피숍이 많아졌어. _________만 해도 벌써 스타벅스가 네 군데가 생겼어.
6.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_________만 해도 작년보다 거의 20%나 올랐어요.

※ ‘-만 해도'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가 : 재원 씨는 지각을 자주 해요.
나 : 맞아요.

이번 주만 해도

벌써 네 번이나 늦게 왔어요.

1. 가 : 요즘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가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나 : 맞아요.

해외 활동 기간이 국내 활동 기간보다 길어요.

2. 가 :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 : 그러게요.

올해로 서른 다섯인데 아직도 미혼이에요.

3. 가 :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요.
나 :네,

.

4. 가 :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 참 힘들다면서?
나 : 응,

.

5. 가 :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잘 쓰시더라.
나 :

.

6. 가 : 요즘 다이어트가 유행이라면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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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만 해도'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주차비
2. 우리 집
3. 달리기
4. 도라에몽
5. 우리 동네
6. 채소 값

※ ‘-만 해도'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소녀시대 / ...
2. 제 동생만 해도 / ...
3. 제 어머니만 해도 자주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세요. / ...
4. 우리 오빠만 해도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취업을 못 했어.
5. 맞아, 우리 할아버지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들으시고 게임도 하셔.
6. 응, 나만 해도 1년 전부터 계속 다이어트 중인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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