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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어떻게오셨어요?
남편: 아내가좀피곤하고속도답답하다고합니다.
의사: 언제부터그랬어요?
라미: 한달된것같아요.
의사: 검사를한번해봅시다. 잠시옆으로들어가세요.
의사: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라미: 예? 정말이요?
의사: 임신2개월입니다. 지금부터몸조심을하셔야합니다.

무거운물건을들지마시고음식도조심하도록하세요.
라미: 감사합니다. 정말기뻐요.
남편: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도기뻐하시겠네요.
간호사: 축하드려요. 한국에서는 태교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은

음악도들으시고남편에게맛있는것많이사달라고하세요.

18.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피곤하다 느끼하다 임신하다 몸조심하다 축하하다 태교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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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봅시다.

(1) 병원에서 (              )를 했는데, 미리 아이를 볼 수 있어서 신기

하고 좋았어요.

(2) 임신을 하고 (              )을 해서 김치 냄새를 맡기 어려웠어요.

(3) 저는 (                )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태동 임산부 임신하다
입덧을 하다 아기를 낳다 출산하다 수술을 하다 자연분만

열이 나요. 기침을 해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발목이 삐었어요. 눈이 충혈됐어요.

병원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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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그 화는 재미없다고 해요.
ㆍ그 집은 물건 값이 비싸다고 해요.
ㆍ라미 씨가 입덧이 심하다고 해요.

연습 1. [보기]와 같이 대답해 봅시다.

(1) 라미 씨는 한국에 친척이 있어요? 

⇒ 예,  

(2) 라미 씨는 이번 주말에 어디에 간다고 해요? (부산)

⇒

(3) 라미 씨는 한국 음식 중에서 무엇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불고기)

⇒

연습 2. [보기]와 같이 대답해 봅시다.

(1) 가: 동생은 언제 결혼해요? 

나: 

(2) 가: 라미 씨 친구는 언제 도착해요?

나: 

(3) 가: 라미 씨의 남편은 무슨 일을 하세요?

나: 

-다고 해요

[보기] 가: 한국말은 배우기에 쉬워요?
나: 아니요, 한국말이 어렵다고 해요.

[보기] 가: 라미 씨는 언제 부산에 가요?
나: 주말에 간다고 해요.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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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써 봅시다.

(1) 가: 피곤하고 졸려요.

나: (일찍 자다)

(2) 가: 자꾸 살이 쪄요.

나: (운동을 하다) 

(3) 가: 날씨가 추워요.

나: (옷을 많이 입다)

연습 2.  관련 있는 것을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보기] 키가 크고 싶다.· · 꼭 전화하다.

(1) 고향에 도착하다. · · 메모하다.

(2) 모르는 게 있다. · · 골고루 먹다.

(3) 기억하고 싶다. · · 선생님께 물어보다.

(1)

(2)

(3)

ㆍ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세요.
ㆍ피곤하면 쉬도록 하세요.
ㆍ수업에 늦지 않도록 하세요.

[보기] 가: 머리가 아파요. 
나: 이 약을 먹도록 하세요. (이 약을 먹다)

-도록 하세요

[보기] 키가 크고 싶으면 골고루 먹도록 하세요.

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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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픈 곳에 따라 다른 병원에 가야 해요. 친구와 함께 어디가 아픈

지,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2. 의사와 환자가 되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1) 이가 아파요. 일주일이 됐고 머리도 같이 아파요.

(2)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피가 많이 나요. 

(3) 눈이 간지러워요. 그리고 빨개졌어요.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안과 정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아픈 곳 병 원

[보기] 이가 아파요.

아기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해요.

콧물이 나요. 감기에 걸렸어요.

치과

안과

정형외과

감기에 걸렸어요.
의사: 어떻게 오셨어요?
환자: 춥고 머리가 아파요. 콧물도 나고 기침도 가끔 해요.
의사: 어디 봅시다. 코감기에 걸리셨어요.
환자: 주사를 맞아야 해요?
의사: 예, 주사도 맞고 약도 드셔야 합니다.

3일분 약을 드릴게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환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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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수파펀 씨가 어제 아기를 낳았다. 시집온 지 3년 만에 임신을
해서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했었다. 수파펀 씨는 12시간 동안이나
진통을 해서 아주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파펀 씨와 아기 모두 아주 건
강하다고 한다. 수파펀 씨는 꿈속에서 커다란 복숭아를 보았다고 하는데, 복
숭아처럼 예쁜 딸을 낳았다. 수파펀 씨는 아이를 가지고 나서 열심히 태교를
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었으니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
은 것 같다.
한국에는 삼칠일이 있다. 이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 약 3주 동안 아이를 보

러 가지 않는 것이다.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 주려는 옛날 사람들의 풍
속이다. 3주가 지나고 나면 아이를 보러 놀러갈 수 있다. 빨리 수파펀 씨의
예쁜 아기를 보고 싶다. 아기에게 어떤 선물을 사 주면 좋을까?

1. 위의 문장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1) 수파펀 씨는 쉽게 아기를 낳았습니까?

(2) 수파펀 씨는 아기를 낳기 전에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3) ‘삼칠일’이란 어떤 풍속을 말할까요?

2. 한국에서는 보통 아기를 낳기 전에 어떤 꿈(태몽)을 꿉니다. 여러
분의 고향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3.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필리핀
베트남

과일 꿈

딸을 낳는다.

호랑이 꿈

아들을 낳는다.

진통 복숭아 삼칠일 풍속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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