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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밤중에뭐하니?
자넷: 쓰레기가너무많아요.  쓰레기를버려야겠어요.
시어머니: 얘, 우유팩은쓰레기봉투에버리면안돼. 
자넷: 그럼, 어떻게해요?
시어머니: 물로 씻어.  그리고 햇볕에 말려.  그런데 오늘이 무슨 요일

이니?
자넷: 화요일이요.
시어머니: 재활용품은수요일에버려.  우유팩은내일버리자.
자넷: 신문지도내일버려요?
시어머니: 그래.  내일같이버리자.

3. 쓰레기를 버려야겠어요

밤중에 우유팩 쓰레기봉투 햇볕 말리다 재활용품 버리다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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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쓸다 닦다 청소기를 돌리다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청소기

주방 세제 수세미
행주

고무장갑 닦다 헹구다

설거지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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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야겠어요

ㆍ내일은 은행에 꼭 가야겠어요.
ㆍ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ㆍ청소를 해야겠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써 봅시다.

(1) 옷이 더러워요.                                (빨다)

(2) 피곤해요.                                 (쉬다)

(3) 그릇이 쌓 어요.                                 (설거지하다)

연습 2.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기]와 같이 써 봅시다.

(1) 집에 과일이 없어요.

(2) 아이를 낳고 살이 많이 쪘어요.

(3)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거예요.

[보기]   너무 졸려요. 자야겠어요. (자다)

[보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어요.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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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쳐 봅시다.

(1) 피곤하다. + 집에서 쉬세요.

⇒

(2) 덥다. + 창문을 여세요.

⇒

(3)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 + 열심히 공부하세요.

⇒

연습 2.  [보기]와 같이 빈칸을 채워 써 봅시다.

(1) 행복해요.

(2) 기뻐요.

(3) 슬퍼요.

ㆍ신문은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안 돼.
ㆍ배가 아프면 약을 먹어라.
ㆍ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으)면

[보기] 목소리가 듣고 싶다. + 전화하세요.
⇒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보기]  아이가 아프면 걱정돼요.

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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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이 집안일을 잘 도와줍니까?

2.아래 표를 보고, ‘예’라고 대답한 개수를 세어 봅시다.

♣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집안일 중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말해 봅시다.

우리 남편은 몇 점입니까?

빗자루로 방을 쓸어요. 청소기를 돌려요. 걸레로 거실을 닦아요.
먼지를 털어요. 설거지를 해요. 쓰레기를 버려요.
걸레를 빨아요. 요리를 해요.

이 름

자넷

나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요리를
해요.

걸레로 거실
을 닦아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 줄 수 있어요.

다리가 아파요.

이 유 이 유

우리 남편은……

1.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를 돌린다.
2. 일주일에 한 번 걸레로 닦는다.
3. 일주일에 한 번 설거지를 한다.
4. 일주일에 두 번 아기 기저귀를 간다.

5.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한다.
6.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한다. 
7. 한 달에 한 번은 요리를 한다.
8. 쓰레기는 남편이 버린다.

1~2개: 남편과 집안일을 함께 해 보세요. 
3~4개: 남편에게 집안일을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해 보세요. 
5~6개: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네요. 
7~8개: 정말 멋있는 남편이에요.

말하기말하기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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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잘 읽고 맞으면
Ｏ에, 틀리면 Ｘ에 표시해 봅시다.

(1) 유리 접시는 차가운 물로 닦아요.  ( O  X  )

(2) 유리 접시는 마른행주 위에 놓고 말려요.  ( O  X )

(3) 플라스틱 그릇은 세제로 바로 닦아요.  ( O  X )

(4) 플라스틱 그릇과 프라이팬은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요. ( O  X )

유리 접시는

깨질 수 있어요. 사용하
고 따뜻한 물에 넣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헹
궈요. 마른행주 위에 놓
고 말리면 얼룩이 남지
않아요.

플라스틱 그릇은

물에 세제를 넣어요. 그
리고 그릇을 잠시 물에
넣어요. 꺼내요. 부드러
운 수세미로 닦아요.

프라이팬은

휴지로 기름을 닦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수세
미로 씻어요. 

깨지다 얼룩 휴지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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