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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넷: 여보세요?
남편 친구: 안녕하세요? 저 수아빠입니다. 
자넷: 어머, 안녕하셨어요? 
남편 친구: 네, 이사축하드립니다. 
자넷: 고맙습니다. 오늘오시죠?
남편 친구: 그럼요. 그것때문에전화드렸어요. 

거기위치가어떻게되죠?
자넷: 면사무소아시죠? 면사무소뒤쪽에있는파란대문집이에요.
남편 친구: 아, 거기예요? 생각보다가깝네요.
자넷: 네. 쉽게찾으실거예요.
남편 친구: 그럼, 이따가뵙겠습니다. 

23. 생각보다 가깝네요

구청 뒤쪽 찾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대화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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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봅시다.

(1) 이사를 가면 이삿짐을 (        ). 그리고 이사를 오면 이삿짐을 (      )

(2) 이삿짐이 많으면 (               )에 전화하세요.

이삿짐 싸다 풀다 이삿짐센터 포장이사

이사

※ 다음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연결해 봅시다. 

안방 · ·가족들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는 곳입니다.

거실 · ·음식을 만들거나 식사하는 곳이에요.

주방 · ·목욕을 하거나 양치질을 하는 곳입니다.

창고 · ·안 쓰는 물건이나 음식 재료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화장실 · ·저와 남편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안방 건넌방 거실 주방/부엌 다용도실 작은방
화장실/욕실 베란다 창고 마당 보일러실

집 구조

어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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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보기]처럼 말해 봅시다.

(1) (동네 어른의 나이를 알고 싶습니다.) 

(연세)                                               

(2)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계좌번호)                                         

(3) (친구한테 소포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소)                                             

연습 2. 여러분 동네에는 동사무소, 어린이집, 마을회관, 노인정이

있습니까? [보기]처럼 위치, 전화번호, 교통편을 알아봅시다. 

이/가 어떻게 되죠?

[보기]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보기] 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나: 공원 근처에 있어요.

ㆍ위치가 어떻게 되죠?
ㆍ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ㆍ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장 소 위 치 전 화 번 호 교 통 편

동사무소
어린이집
마을회관
노 인 정

문법1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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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요

ㆍ옷이 예쁘네요.
ㆍ비가 오네요.
ㆍ살이 빠졌네요.

연습 1. [보기]처럼 말해 봅시다.

(1) 가: 새로 산 세탁기인데 100만원이에요.

나: (비싸다)

(2)가: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준 반지예요.

나: (아주 예쁘다)

(3)가: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나: (잘 그렸다)

연습 2. 아래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말해 봅시다.

[보기]   가: 집에서 유치원까지 걸어서10분쯤 걸려요.
나: 아주 가깝네요. (아주 가깝다)

[보기] 집이 넓네요. 강아지가 귀엽네요.

문법2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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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러분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린이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옆집 아주머니와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자넷: 이 근처에 어떤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주머니: 파랑 어린이집, 사랑 어린이집, 개나리 어린이집이 있어요.
자넷: 파랑 어린이집은 위치가 어떻게 돼요? 
아주머니: 파랑 초등학교 옆이에요.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자넷: 집에서 가깝네요. 교육비는 어떻게 되죠?
아주머니: 한 달에 10만원이에요.
자넷: 비싸네요.
아주머니: 하지만 점심을 어린이집에서 먹어서 좋아요.

파랑 어린이집 사랑 어린이집 개나리 어린이집

위 치

교 육 비

끝나는 시간

가는 방법

기타 장점

파랑 초등학교 옆

100,000원

오후 3시

걸어서 5분

점심을 유치원에서 먹음

장미 공원 옆

80,000원

오후 12시 30분

어린이집 버스로 10분

공원이 가까움

어린이 도서관 근처

120,000원

오후 12시 30분

어린이집 버스로 20분

어 선생님이 있음

말하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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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를하면이사전후에해야할일이많습니다. 다음은지역신문에실린
<이사전후에주의할점>입니다. 잘읽고아래의질문에대답해봅시다. 

(1) 다음 중 이사 전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

① 귀화 신청을 한다. ② 전화번호를 바꾼다.
③ 이삿짐센터에 전화한다. ④ 자동차 세금을 낸다.

(2) 다음 중 이사 후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

① 이삿짐을 싼다. ② 아이들을 친구 집에 맡긴다.
③ 동사무소에 가서 전화 요금을 낸다.
④ 옆집에 떡을 가지고 가서 인사한다.

이사 전에 해야 할 일

◎ 이삿짐센터를 예약한다.
◎ 이사할 집을 청소한다.
◎ 이삿짐을 싼다.

이사하는 날 해야 할 일

◎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한다. 
◎ 전화국에 연락한다.
◎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전화 요금, 관리비를 정산한다.

이사한 후 해야 할 일

◎ 이삿짐을 푼다.
◎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다.
◎ 통장, 신용카드의 주소를 변경한다.
◎ 이웃에 떡을 돌린다.

예약하다 도시가스 전화요금 정산하다 전입신고 변경하다 떡을돌리다

읽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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