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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당신아주피곤해보여요. 
자넷: 아직잔치준비를다못했어요.
남편: 돌잡이물건으로는뭘놓을까요?
자넷: 돈, 실, 연필, 그리고축구공을놓을거예요.
남편: 돌상에축구공을놓고싶어요?
자넷: 네. 우리수혁이가축구공을잡으면유명한축구선수가될거예요.
남편: 나는수혁이가연필을잡았으면좋겠어요. 

공부는못하는데운동만잘하는건싫어요.
자넷: 그럼, 두개다잡으면되겠네요.

공부를잘하는축구선수가되면더좋겠어요.
남편: 좋은생각이에요.

6. 돌잡이 물건으로는 뭘 놓을까요?

돌 돌상 놓다 돌잡이 잡다 유명하다 선수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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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보행기

아기띠

유모차

턱받이

기저귀

모빌

젖병

딸랑이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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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형은 큰데 동생은 작아요.
ㆍ남편은 겨울을 좋아하는데 나는 여름을 좋아해요.
ㆍ일요일에는 만날 수 있는데 월요일에는 만날 수 없어요.

연습1.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 베트남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요. +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타요.

⇒

(2) 남편은 고기를 좋아해요. + 나는 고기를 싫어해요.

⇒

(3) 우리 아들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 딸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

연습2.  여러분은 남편과 무엇이 다릅니까? 써 봅시다. 

-는데 / -(으)ㄴ데

[보기] 강원도에는 눈이 와요. + 대구에는 비가 와요.
⇒ 강원도에는 눈이 오는데 대구에는 비가 와요.

O: 좋아해요, X: 싫어해요

[보기]  남편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해요.

[보기] 매운 음식

(1) 축구

(2) 여행

(3) 노래

(4) (               )

남편

O

나

X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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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분이 좋다. - 기분이 좋아 보여요.
ㆍ작은딸이 귀엽다. - 작은딸이 귀여워 보여요.
ㆍ아이가 똑똑하다. - 아이가 똑똑해 보여요.

연습 1.  다음 그림을 보고‘-아/어 보이다’를 사용해서 써 봅시다.

(1) 엘레나는 슬퍼요. ⇒

(2) 리사는 기뻐요. ⇒

(3) 선생님은 힘들어요.⇒

연습2.  알맞은 단어를 생각해서 [보기]와 같이 써 봅시다.

(1) 친구가 결혼해요. ⇒ (                ) 보여요.

(2) 시어머님이 잡채를 만들었어요. ⇒ (                ) 보여요.

(3) 날씨가 추운데 큰딸이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 (             ) 보여요.

-아/어 보여요

[보기]

떡볶이가 매워요.

⇒ 떡볶이가 매워 보여요. 

[보기] 남편이 야근했어요. ⇒ 피곤해 보여요.

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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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옛날과 요즘을 비교해 봅시다.

2. 여러분은 아기의 돌상에 무엇을 놓고 싶습니까?   

3. 여러분 고향에서도 아이를 위한 잔치가 있습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옛 날 요 즘

돌상에 무엇을 놓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실

연필

돈

(                    )

(                    )

오래 살아요.

공부를 잘 할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보기]  나는 실을 놓고 싶어요. 아기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살 거예요.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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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과 환갑
한국에는 특별한 생일이 두 번 있다. 돌과 환갑이다.
돌은 아기가 한 살이 되는 생일이다. 옛날에는 아기들이 아파서 죽는 일이 많았

다. 그래서 아기가 한 살이 되면 생일잔치를 크게 했다. 요즘도 한국에서는 돌잔치
를 한다. 아기에게 미역국이나 떡, 과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
주고 사진을 찍어 준다. 아기의 돌에는 떡을 만들어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먹는
다. 사람들은 아기에게 선물을 준다. 옛날에는 금반지를 많이 선물했는데 요즘은
아기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선물을 한다.
환갑은 60번째 생일이다. 옛날에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예

순 살까지 살면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 환갑이 되면 아들딸들이 부모님께
큰상을 차려 드리고 절을 했다. 요즘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칠순잔치를 하
는 사람들도 많다. 칠순은 70세 생일이다.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대답해 봅시다.

(1) 돌잔치 때 하는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2) 요즘은 왜 칠순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2.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를 준비해 봤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잔치에는 가 봤습니까?

3. 여러분 고향에도 특별한 생일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잔치 환갑 칠순 별로 없다 절 큰상 차리다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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