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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넷: 어머니하고얘기해봤어요?
남편: 왜? 무슨일있어요?
자넷: 오늘기분이안좋으신것같아요. 
남편: 어디편찮으신거아니예요?
자넷: 여쭤봐도말 을안하세요.
남편: 내가한번여쭤볼게요.

(조금후에)
자넷: 뭐라고하세요?
남편: 괜찮으신것같아요. 가을엔좀우울해지시거든요.
자넷: 요며칠기분이나건강다좋아보이셨는데…….
남편: 그랬지. 그래도신경좀써야겠어요.

17.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하세요?       요며칠 신경을쓰다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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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1) 아이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

(2) 남편이 선물을 사 줬을 때…

(3) 혼자 집에 있을 때…

(4) 빠른 음악을 들을 때…

(5) 시험을 볼 때…

감정

기쁘다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신나다 슬프다 기분이 나쁘다
불안하다 떨리다 긴장되다 무섭다 걱정되다 화나다
심심하다 외롭다 짜증이 나다 우울하다 괴롭다 아쉽다

※ 다음 성격과 관계있는 것을 연결해 봅시다.

적극적이다. · · 날마다 일찍 일어나고 할일을 미루지 않는다.

부지런하다. · ·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내성적이다. · ·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싫어한다.

고집이 세다.· ·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남보다 먼저 하려고 한다.

산만하다. · · 한 가지 일을 계속 하지 못한다. 

성격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활발하다 내성적이다 차분하다
조용하다 고집이 세다 산만하다 부지런하다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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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ㆍ수미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ㆍ비가 오는 것 같아요.

연습 1. 다음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말해 봅시다.

(1)

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는 것 같아요?

나: 

(2)

가: 이 사람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나: 

(3) 

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나: 

-는 것/(으)ㄴ 것 같아요

[보기]
가: 아기가 왜 우는 것 같아요?
나: 아기가 배고픈 것 같아요.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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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

ㆍ가: 남편이 왜 회사에 안 갔어요?  
ㆍ나: 오늘부터 출장이거든요.
ㆍ가: 왜 약을 샀어요?              
ㆍ나: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거든요.

연습 1. 다음 질문에 [보기]처럼 대답해 봅시다.

(1) 가: 왜 점심도 조금 먹고 저녁도 안 먹어요?

나: (다이어트 중이에요)

(2) 가: 남편하고 같이 안 오셨어요? 

나: 네, (남편은 오늘 아침에 출장 갔어요)

(3) 가: 왜 이 옷을 세탁기로 빨지 않아요?

나: (이 옷은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옷이에요)

연습 2. [보기]와 같이 연습해 봅시다.

[보기] 가: 명절도 아닌데 떡을 만들었어요?      
나: 우리 아이 생일이거든요.(우리 아이 생일이에요)

[보기] 가: 왜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나: 이가 아팠거든요.

[보기]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1) 병원에 갔어요.

(2)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3) 행복마트에만 가요.

이가 아팠어요.

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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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아이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 봤습니까? 아이의 성격에 대

해 이야기해 봅시다.

(1) 숙제를 하거나 일기를 쓸 때 아이가 씨를 예쁘게 쓰지 않아요. 

(2) 아이가 손톱을 자꾸 물어뜯고 가끔 짜증을 내요.

자넷: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미 어머님. 
자넷: 요즘 우리 수미가 어린이집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집에만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요.
선생님: 수미는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해도 친구들이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

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하고 잘 놀거든요.  
자넷: 전 수미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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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잡지에나온성격유형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어떤사람입니까?

(1)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2) 옆집 아주머니, 시어머니, 시누이의 성격을 알아봅시다. 어떤 타입

입니까? 어려분의 성격과 잘 맞는 것 같습니까?

빌리다 지갑 들어가다 사과하다 행동 문제가생기다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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