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ㄹ 따름이다
어떤 일이나 상황은 그대로가 전부이며 그밖의 다른 의미나 가능성은 없음을 나타냅니다. 자기 마음을 진실되게 표
현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동사와 형용사 뒤에 붙어서 사용합니다.

Ÿ

부족한 저에게 상을 주셨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Ÿ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 ‘-을/ㄹ 따름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 인간이다)
2.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저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타깝다)
3. 부모는 자식들을 곁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돕기만 하다)
4. 훔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잠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져봤다)
5. 저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르는 단어를 찾았다)
6. 과학 기술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상만 하다)
7.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나쁘게 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경이 있다)

※ ‘-을/ㄹ 따름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신기하다

알고 싶었다

빌리고 싶었다

짐작하다

희망이다

아쉽다

1. 가 : 도와 줘서 고마워요.
나 : 고맙기는요.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그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가 : 왜 시험 시간에 고개를 돌렸어요? 옆 사람 시험지를 봤지요?
나 : 아니에요! 저는 지우개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가 : 독일과의 축구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나 : 물론 이겼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가 :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올림픽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5. 가 : 이번 절도 사건의 범인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있나요?
나 :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말과 행동을 보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가 : 왜 영화를 처음부터 보지 않고 끝부분만 먼저 봐요?
나 : 저는 그냥 영화의 결말 부분이 너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가 : 그 마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 :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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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

답
※ ‘-을/ㄹ 따름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 한 인간일 따름이다.
2.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3. 돕기만 할 따름이다.
4. 만져봤을 따름이에요.
5. 모르는 단어를 찾았을 따름이에요.
6. 예상만 할 따름이에요.
7. 환경이 있을 따름이에요.

※ ‘-을/ㄹ 따름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1. 죄송할 따름이에요.
2. 빌리고 싶었을 따름이에요.
3. 희망일 따름입니다.
4. 아쉬울 따름입니다.
5. 짐작할 따름입니다.
6. 알고 싶었을 따름이에요.
7. 신기할 따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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