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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원: 어서오세요.
라미: 그저께여기서조카옷을샀는데요. 아기에게맞지않아서요.
점원: 아, 사이즈때문에오셨어요? 아기한테작아요?
라미: 아니요. 너무커요. 돌선물이었는데2살짜리옷을샀어요.
점원: 죄송합니다. 지금은그사이즈가없어요.
라미: 그러면돈으로돌려받으면좋겠어요.
점원: 네, 수증가져오셨어요?
라미: 여기있어요.

8. 돈으로 돌려받으면 좋겠어요

그저께 조카 짜리 사이즈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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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교환
물건을 바꾸다. / 교환하다.
마음에 들다. / 마음에 들지 않다.

돈으로 돌려받다. / 환불하다.
마음이 바뀌다.

옷이 커서 헐 해요.
치마가 잘 맞아요.
티셔츠가 작아서 몸에 끼어요.

크기

헐 하다 맞다 끼다

아이

갓난아이
신생아
신생아복

어린애
유아
유아복

어린이
아동
아동복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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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집안일 때문에 숙제하기가 어려워요.
ㆍ농사일 때문에 많이 피곤해요. 
ㆍ이번에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연습1.  [보기]와 같이 써 봅시다.

(1) 농사일,  아주 바빠요.  ⇒

(2) 장마,  홍수가 나다.  ⇒

(3) 양파,  눈이 맵다.  ⇒

연습 2. [보기]와 같이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1) 가: 목이 아파요?

나: 담배 연기 목이 아파요.

(2) 가: 왜 늦었어요?

나:                   늦었어요.

(3) 가: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나:                   고생했어요.

때문에

[보기]  남편, 화가 났어요.  ⇒ 남편 때문에 화가 났어요.

가: 왜 피곤해요?
나: 집안일 때문에 피곤해요.

[보기]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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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보기]와 같이 써 봅시다.

(1) 이 일은 너무 힘들어요.

⇒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2) 이번 주말에 연휴여서 시간이 많아요.

⇒ (여행이나 하다)

(3) 이 물건이 맘에 들지 않아요.

⇒

(4) 친구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

(5) 휴대전화가 없어서 불편해요.

⇒

연습 2.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1) 여름 휴가예요. 뭐 하면 좋겠어요?

(2) 생일이에요. 뭐 하면 좋겠어요?

(3) 남편이 어떻게 해 주면 좋겠어요?

ㆍ저랑 같이 가면 좋겠어요.
ㆍ이번 주말에 설악산에 놀러 가면 좋겠어요. 
ㆍ휴대폰을 하나 사면 좋겠어요.

[보기] 섬에 가고 싶어요.
⇒ 제주도에 놀러 가면 좋겠어요.(제주도에 놀러 가다)

-(으)면 좋겠어요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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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들과 함께 환불이나 교환 연습을 해 봅시다. 가게 주인과

손님이 되어 이야기해 봅시다.

2. 처음부터 잘 맞는 물건을 고르려면 정확한 사이즈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옆 친구의 사이즈를 물어보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가: 어제 산 두부가 상했어요.       
다른 것으로 바꿔주세요.  

나: 죄송해요.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새것으로 드릴게요.

옷가게

사이즈
맞지 않다
바꾸다

화장품가게

안 맞다
진하다

슈퍼마켓

상하다
유통기간
지나다

옷의 크기
스몰
(S)

미디엄
(M) 

라지
(L)

엑스라지
(XL)

투엑스라지
(XXL) 

티셔츠

여성복

바지 허리

신발

85

44

26~28

210

90

55

29~30

95

66

31~33

100

77

34

110

88

35

290---------

티셔츠 바지 허리 신 발

나

남편

시어머니

아이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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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넷 씨는 며칠 전 동대문 시장에서 치마를 샀다.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
서 입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필리

핀에서는 한번 물건을 사면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보통 백화점에서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으
로 돌려주지만, 시장에서는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오후에는 환불을 받으러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한

다. 돈으로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산 물건이 마
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야 한다. 시
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마음에 드는지 사이즈가 맞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1. 윗 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1) 오늘 자넷 씨는 어디에 가려고 해요?

(2) 자넷은 어떤 물건을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왜 바꾸려고 하는지 말

해 봅시다.

(3) 백화점에서 산 물건과 시장에서 산 물건 중 어디에서 산 물건이 바

꾸기 쉽습니까?

2. 여러분 고향에서는‘환불’을 잘해 줍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한국에서물건을바꾸거나환불한경험이있는지친구와얘기해봅시다.

백화점 시장 야채 가게 전자제품 가게

한국 o x x △(교환)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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