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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넷: 아주머니, 이배추한포기에얼마예요? 
상인: 2,400원이에요. 
자넷: 고추는어떻게해요?
상인: 600그램(g)에 2,000원이에요. 얼마나드릴까요?
자넷: 300그램(g)만주세요. 그런데배추가좀시들었어요.
상인: 아니에요. 아주싱싱해요. 
자넷: 아주머니, 좀싸게해주세요. 6,000원에배추세포기주세요. 
상인: 어휴, 새댁물건값잘깎네. 그럼, 다음에또와요.
자넷: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이거여기에좀맡겨도되지요? 

장다보고집에갈때찾아갈게요.

4. 좀 싸게 해 주세요

배추 포기 어떻게해요 그램(g)   시들다 싱싱하다 새댁 깎다 그럴게요 맡기다 장을보다 찾아가다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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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

사다.    팔다.    (값을) 깎다.    장을 보다.    값이 오르다.    값이 내리다.

※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봅시다.

(1) 배추가한포기에 1,500원이었는데지금은2,500원이에요. 값이 (                      )

(2) 수박한통에8,000원이었는데지금은7,000원이에요. 값이 (                      )

단위

시금치 한 단 배추 두 포기 오이 세 개

수박 한 통 사과 한 상자 계란 한 판

상태

시들다 썩다싱싱하다 / 신선하다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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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ㆍ맛있게 먹겠습니다.
ㆍ친구에게 선물할 거예요.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ㆍ집에 손님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해 봅시다.

(1) 불고기를 (맛있다) 만들었어요. 

(2) 매일 (바쁘다) 일해요.

(3) 화를 (재미있다) 보았어요.

연습 2.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1) 깨끗하다. + 청소하다.

⇒

(2) 맛있다. + 된장찌개를 끓이다.

⇒

(3) 예쁘다. + 옷을 입다.

⇒

[보기]  꽃이 예쁘게 (예쁘다) 피었어요.

[보기] 싸다. +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 시장에서 물건을 싸게 사요.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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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고기를 만들 때 뭘 넣어요?
나: 파, 마늘, 양파, 당근, 간장, 참기름을 넣어요.

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나: 고향의 가족에게 편지를 써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해 봅시다.

(1) 고향 친구를 만나다. + 반갑다.
⇒

(2) 아이가 웃다. + 기분이 좋다.
⇒

(3)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 슬프다.
⇒

연습 2.  ‘-(으)ㄹ 때’를 이용해 옆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1) 언제 제일 화가 나요?
⇒

(2) 언제 남편이 제일 멋있어요?
⇒

(3) 언제 고향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

[보기] 가족하고 즐겁게 지내다. + 행복하다.
⇒ 가족하고 즐겁게 지낼 때 행복해요.

[보기] 언제 제일 행복해요?
⇒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으)ㄹ 때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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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친구와 가게 주인과 손님이 되어
이야기해 봅시다.

1. 배추, 무, 오이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오이가 너무 비싸요. 그래
서 배추 두 포기, 무 한 개만 사요.

2. 당근, 파, 감자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감자는 싱싱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근 두 개, 파 한 단만 사요.

손님: 아주머니, 배추 한 포기에 얼마예요?
상인: 
손님: 무랑 오이는 어떻게 해요?
상인: 
손님: 오이는 너무 비싸요.
상인: 오이가 요즘 값이 많이 올랐어요. 싸게 파는 거예요.
손님: 그럼 그냥 배추 두 포기랑 무 한 개만 주세요.
상인: 6,200원이에요.
손님: 여기요.  많이 파세요.
상인: 안녕히 가세요.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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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으면 Ｏ에, 틀리면 Ｘ에 표시해 봅시다.

추석맞이 대 바겐세일
9.26.~10.7.

전화 주문 즉시 배달

추석을 맞아 행복 슈퍼마켓에서는 대 바겐세일을 실시합니다.
추석 선물과 제수 음식을 싸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식용유 세트 5,400원 → 3,900원
참치 선물 세트 12,000원 → 9,900원
사과 한 상자 25,000원 → 17,800원
소고기(600g) 13,200원 → 9,200원

행복 슈퍼마켓 031-222-1234

(1) 추석 전에 물건을 싸게 팔아요.              (  O    X  )

(2) 물건을 사면 모두 배달해요.                (  O    X  )

(3) 전화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어요.           (  O    X  )

(4) 참치 선물 세트를 9,900원에 살 수 있어요.(  O    X  )

추석맞이 대바겐세일 주문 즉시 배달 슈퍼마켓 실시하다 제수음식 세트 참치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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