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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넷: 여보세요? 저자넷인데요. 
미 : 네, 안녕하세요?  
자넷: 물어볼게있어서전화했어요. 

주민등록등본이한통필요한데요. 어떻게하면돼요?
미 : 주민등록등본이요? 동사무소에서떼면돼요.
자넷: 아, 그래요? 고마워요. 
미 : 오늘떼려면빨리가세요. 동사무소는6시에문을닫아요.
자넷: 어떡하죠? 지금출발해도6시가넘을거예요. 
미 : 인터넷할줄알아요? 인터넷으로도할수있는데…….
자넷: 할줄몰라요. 내일갈게요. 고마워요.

16. 주민등록등본이 한 통 필요한데요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통 떼다 출발하다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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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연결해 봅시다. 
가족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싶어요. · · 사망신고서
이사했어요. · · 출생신고서
결혼했어요. · · 이혼신고서
이혼했어요. · · 혼인신고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 서로 같은 말을 연결해 봅시다.

성명 · ·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주소 · · 이름
연락처 · · 잃어버리다.
분실 · · 사는 곳(어디에 살아요?)
결혼 · · 혼인
출생 · · 죽다.
사망 · · 태어나다.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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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보기]처럼 말해 봅시다.

(1) (약국에서) 
가: 무엇을 드릴까요?
나: (해열제를 사러 왔어요)

(2) (미용실에서)
가: 여기에 앉으세요. 어떻게 해 드릴까요?
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어요)

(3) (세탁소에서)
가: 어서 오세요.
나: (와이셔츠를 찾으러 왔어요)

연습 2. [보기]와 같이 말해 봅시다. 

ㆍ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ㆍ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요.
ㆍ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요.

-는/(으)ㄴ데요

[보기] (동사무소에서)
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나: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싶은데요.(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싶어요)

장 소 상 황

[보기] 은행
(1) 옷가게
(2) 서비스센터
(3) 우체국

남편이름으로 통장 만들기
사이즈가 안 맞는 옷 교환하기
고장난 휴대전화 수리하기
필리핀으로 소포 보내기

[보기] 은행 직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넷: 남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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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보기]처럼‘-아/어도’로 써 봅시다.

(1) 가: 어제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나: (늦게 자다 /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2) 가: 고기가 없는데 잡채를 만들 수 있어요?

나: (고기가 없다 / 잡채를 만들 수 있어요)

(3) 가: 피곤한데 운동할 거예요?

나: (피곤하다 / 꼭 운동하세요)

연습 2. 자넷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넷이 어떻게 하면 다이

어트에성공할수있을까요? [보기]와같이말해봅시다.

ㆍ비가 와도 등산하러 갈 거예요.
ㆍ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아요.
ㆍ운동해도 살이 안 빠져요.

[보기] 가: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 살쪄요.
나: 저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저는 많이 먹다 / 살이 안 쪄요)

[보기] 배가 많이 고프다.

(1) 귀찮다. / 피곤하다.
(2) 초콜릿이 먹고 싶다.
(3) 콜라나 사이다가 있다.

조금만 먹는다.

날마다 운동한다.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보기] 자넷: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친구: 배가 많이 고파도 조금만 드세요.

-아/어도

+

(1)

(2)

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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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 봤습니까? 동사무소 직원

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을 해 봅시다.

할 일

주민등록등본 떼기
전입신고하기
주민등록증 만들기

필요한 것

주민등록등본 교부 신청서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자넷: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떼고 싶은데요.
직원: 네, 주민등록증을 주시고 여기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자넷: 외국인 등록증밖에 없는데 이것만 있어도 뗄 수 있을까요?
직원: 네, 외국인 등록증도 괜찮습니다. 
자넷: 여기 있어요. 
직원: 제가 표시하는 부분을 써 주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날짜를 써 주세요.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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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넷은 한국 노래를 배우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서 신청합니까?

2.다음 물건을 버리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물건은 무엇입

니까? 신고하는 물건에 O 표시하십시오.

(1) 소파 (          ) (2) 텔레비전 (          )

(3) 이불 (          ) (4) 세탁기 (          )

(5) 옷장 (          ) (6) 건전지 (          ) 

※ 다음은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소식지입니다. 읽어 봅시다.

소식지 공지사항 대형폐기물 버리다 신고하다 신청하다 프로그램 수강료 기간

◈ 대형 폐기물 처리 안내

컴퓨터, 가구처럼 큰 쓰레기를 버리려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십시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http://asg.seoul.kr
입니다. 

◈ 행복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12월-2월)

수업 기간: 2006년 12월 1일 - 2007년 2월 28일(3개월)
연 락 처: Tel. 300-2000, 300-2003
접수 장소: 동사무소 2층

행복동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 2006-2호

발행인 행복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소 행복동 달빛공원길 37    Tel. 02-123-4567

공공공공 지지지지 사사사사 항항항항

프로그램 이름 요일 시간 수강료
노래 교실 월,수,금 10:00-11:30 3개월 15,000원
요가 교실 화, 목 11:00-12:00 3개월 45,000원
컴퓨터 교실 월, 금 15:30-16:00 3개월 45,000원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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