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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친구: 여보세요? 박창식씨집이지요?
자넷: 네. 
남편 친구: 박창식씨좀바꿔주세요.
자넷: 지금집에없어요.
남편 친구: 집에몇시쯤들어와요?
자넷: 쎄요.  아마일곱시쯤들어올거예요.
남편 친구: 그럼제가여덟시쯤다시전화할게요.

저는이민철입니다.
자넷: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1. 박창식 씨 집이지요?

바꿔주세요 쎄요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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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과 의미를 연결해 봅시다.

· ·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 · 배터리가 많이 남았어요.

· · 진동으로 되어 있어요.

· · 음성메시지가 왔어요.

전화 걸기

전화를 걸다.   전화를 받다.   전화를 끊다.   전화가 오다. 
전화를 바꿔 주다.   통화하다.   통화 중이다.

※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봅시다.

(1) 여보세요. 자넷 씨와 (                   )하고 싶어요.

(2) 수화기에서‘띠띠띠’소리가 나면 (                   )이에요.

(3) 아빠 계시면 (                   ) 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다. / 받다. 음성메시지를 남기다.
전화기를 켜다. / 끄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
배터리가 나가다. 벨소리 / 진동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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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ㆍㆍ가: 가족이 많지요?
나: 네, 우리 가족은 일곱 명이에요.

ㆍㆍ가: 거기 자넷 씨 집이지요?
나: 네, 맞아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해 봅시다.

(1) 거기 행복병원이에요?

⇒

(2) 아이가 한 명 있어요?

⇒

(3)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

연습 2. [보기]와 같이 옆 친구에게 물어봅시다.

(1) 가족이 명이지요?

(2) 집이 ?

(3) 좋아하는 음식이 ?

[보기]   거기 자넷 씨 집이에요? ⇒ 거기 자넷 씨 집이지요?

[보기]   전화번호 ⇒ 전화번호가 123–4567이지요?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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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 거예요

ㆍㆍ자넷 씨가 한 시간 전에 출발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ㆍㆍ자넷 씨는 한국말을 잘해요. 아마 곧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ㆍㆍ리사 씨가 자넷 씨 전화번호를 알 거예요. 리사 씨에게 물어 보세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해 봅시다.

(1) 리사 씨는 지금 집안일을 해요.

⇒

(2) 자넷 씨가 리사 씨에게 연락했어요.

⇒

(3) 자넷 씨는 집에 들어갔어요.

⇒

연습 2.‘-(으)ㄹ 거예요’를 이용해서 대답해 봅시다.

(1)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

(2) 아직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몇 시쯤 들어올까요?

⇒

(3) 친정어머니가 소포를 보내셨어요. 무엇을 보내셨을까요?

⇒

[보기]   리사 씨가 집에 없어요.  ⇒ 리사 씨가 집에 없을 거예요.

[보기] 친구가 공부하러 안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 가족과 소풍을 갔을 거예요.

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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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다라가 자넷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받았어요.

2. 산다라가자넷에게전화했어요. 그런데자넷은집에없고남편이받았어요.

3. 산다라가 자넷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잘못 걸었어요.

옆 친구와 함께 상황에 맞게 이야기해 봅시다.

산다라: 여보세요? (                    )
자넷 남편: 네, 맞아요.
산다라: (                              )
자넷 남편: 실례지만,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산다라: 전 산다라예요.
자넷 남편: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산다라: (                                      )
자넷 남편: 네, 맞아요.
산다라: 자넷 좀 바꿔 주세요.
자넷 남편: 지금 집에 없어요.
산다라: (                                      )
자넷 남편: 쎄요. 아마 여섯 시쯤 들어올 거예요.
산다라: (                                      )
자넷 남편: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산다라: (                                      )
자넷 남편: 알겠습니다.  전해 드릴게요.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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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넷 씨가 친구 프엉 씨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답 연락하다

1. 어제 자넷 씨는 무엇을 했습니까?

⇒

2.자넷 씨와 프엉 씨는 어제 통화를 했습니까?

⇒

3. 이 메일을 읽고 프엉 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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