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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오래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도와드릴까요?
자넷: 예, 필리핀에있는동생한테송금을하려고해요.
은행원: 돈을직접가지고오셨나요?
자넷: 아니요, 이통장에있는돈으로보내려고해요.
은행원: 그러면먼저출금표를작성해주셔야합니다.
자넷: 네, 그런데송금을하려면한국돈을필리핀돈으로바꾸어서

송금해야해요?
은행원: 아니요. 그냥보내시면됩니다. 하지만수수료가있어요. 

받으실때도수수료를조금내야할거예요. 
자넷: 네, 알겠습니다.
은행원: 신분증가지고오셨지요? 잠시만기다려주시면곧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넷: 감사합니다.

15. 필리핀에 돈을 보내려고 해요

송금 통장 출금표 수수료 신분증 처리하다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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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어에 맞는 번호를 써 봅시다.

통장

( ① )

카드

(      )

동전

(      )

수표

(      )

지폐

(      )

신분증

(      )

도장

(      )

출금표

(      )

입금표

(      )

번호표를 뽑다 순서를 기다리다 신청서를 작성하다
통장을 만들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다 현금카드/신용카드를 신청하다
비 번호를 적다 사인하다/도장을 찍다 입금하다(=돈을 넣다)
출금하다(=돈을 찾다) 공과금을 내다 수수료를 내다

은행

1
5

7

24

3 12
11 9

6
8

10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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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기에 안 걸리려면 손을 잘 닦아야 해요.
ㆍ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ㆍ이 옷을 입으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 봅시다.

(1) 서울역에 가다 + 80번 버스를 타세요

⇒

(2) 피아노를 잘 치다 + 연습을 해야 해요

⇒

(3) 돈을 많이 모으다 + 저축을 해야 해요

⇒

연습 2. [보기]와 같이 연결하고 문장으로 말해 봅시다.

[보기]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요. · · 사진이 필요하다.

(1) 한국어 반에 등록하고 싶어요. · · 운동을 하다.

(2)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싶어요.· · 큰 시장에 가다.

(3) 건강해지고 싶어요. · · 연습을 많이 하다.

-(으)려면

[보기] 감기에 안 걸리다 + 손을 깨끗이 닦으세요
⇒ 감기에 안 걸리려면 손을 깨끗이 닦으세요.

[보기] 물건을 싸게 사려면 큰 시장에 가세요.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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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보기]와 같이 고쳐 써 봅시다.

(1) 한국말을 배워서 취직하다. ⇒

(2) 돈을 모아서 집에 보내다. ⇒

(3) 짐을 옮기다. ⇒

연습 2. [보기]와 같이 질문으로 고쳐 봅시다.

(1) 그 사람을 만날 거예요.

⇒

(2) 오늘부터 컴퓨터를 배우겠어요.

⇒

(3) 오후에 대사관에 가야 해요.

⇒

ㆍ이사를 하려고 해요.
ㆍ몸이 아파서 좀 쉬려고 해요.
ㆍ오늘은 이 옷을 입으려고 해요.

-(으)려고 해요

[보기]   한국말을 배우다.  ⇒ 한국말을 배우려고 해요.

[보기] 직장을 그만 두겠어요. ⇒ 왜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해요?

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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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현금 자동 인출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써 봅

시다.

① 액수를 확인한다.  

② 출금 버튼을 누른다.

③ 출금 금액을 누른다.

④ 카드 또는 통장을 넣는다.

⑤ 비 번호를 누른다.

⑥ 수증과 카드 또는 통장을 받는다.

(         ) → (         ) → (         ) → (         ) → (         ) → (         )

2. 친구와 함께 은행에서 할 일을 얘기해 봅시다. 은행원과 손님이

돼서 서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1) 송금하기

돈을 보내다
환율
신분증
수수료

(2) 통장 만들기

도장
비 번호
이자율

(3) 공과금 내기

납부 기한
지나다
연체료

ㆍ가: 정기 적금을 들고 싶어요.
나: 얼마동안 하실 거예요? 

ㆍ가: 1년 만기로 하고 싶어요. 이자율은 얼마예요?
나: 5.1%입니다.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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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다 고구마 소 부자 기분

자넷 씨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다. 아직 한국에 친한 친구는 별로 없
지만 옆집 아주머니가 자주 놀러오셔서 외롭지 않다. 오늘도 밭일이 끝나고
나서 옆집 아주머니가 삶은 고구마를 가지고 놀러오셨다. 아주머니는 오늘
도 통장 자랑이다. 시집온 지 20년이 지났는데 벌써 통장이 다섯 개나 된다
고 자랑하신다. 지난달에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소를 사서, 온 동네 사람들
이 부러워했다. 자넷 씨도 요즘 그 아주머니를 보면 돈을 모으고 싶은 생각
이 든다. 돈을 많이 모아서 소도 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돈을 보내드
리고 싶다. 
자넷 씨는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 볼 생각이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어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을 생각이다. 

1. 위의 문장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1) 옆집 아주머니는 어떤 돈으로 소를 샀습니까?

(2) 자넷 씨는 돈을 모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3) 내일 아침 자넷 씨는 왜 은행에 가려고 합니까?

2. 여러분은 돈을 모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3. 돈을 모으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원을 모은다면……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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