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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1쪽

우리 반 회의 시간

학습 목표 ▶ 예절을 지키며 회의하기

국어 96~99쪽

•글의 특징: 회의를 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사회자: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개회 →

사회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실천해야 할 일
주제 토의 →

8회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

이 무엇인지 발표해 주십시오. 박태영 친구가 의

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

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주제 선정 →

경희 친구가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박태영: 제 의견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지 말자.”

고경희: 저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를 주제로

입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학급 회의 주제 제안 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반 친구들이 자
주 다투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습니까?

이희정 친구가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사회자: 김찬민 친구도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김찬민: 청소를 하고 나서도 교실이 깨끗하지 않습니

다. 그래서 “교실을 깨끗이 사용하자.”를 주제로

이희정: 저는 고운 말을…….
강찬우: (끼어들며) 잠깐만. “심한 장난을 하지 말자.”

학급 회의 주제 제안 ②

제안합니다.

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이 심해져서 싸우

사회자: 회의 주제는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급 회의 주제를 정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함.

주제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두

사회자: 강찬우 친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번째 주제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

다른 사람이 의견을 발표할 때 끼어드는 것은 잘

오. 29명 가운데에서 19명이 첫 번째 주제를 선택

못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손을 들어 말할 기회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

얻고 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친구

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로 정하겠습니다.

는 계속 발표해 주십시오.

강찬우 학생이 고쳐야 할 점

(효과음) 칠판에 쓰는 소리
중요

28 학급 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

30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 강찬우 학생이 지켜야

)

할 점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① 시간을 잘 지키자.
② 별명을 부르지 말자.
③ 교실을 깨끗이 사용하자.
④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⑤ 친구 사이에 예의를 지키자.

㉮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제시한다.
㉯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다.

(

)

31 회의할 때 발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
에 표를 하시오.

29 박태영 학생의 의견은 무엇인지 쓰시오.
(

46

)

⑴ 번호 차례대로 발표한다.
⑵ 손을 들어 말할 기회를 얻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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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네, 제 의견은 “고운 말을 사용하자.”입니다.

이 아니라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지 말자.”라

친구들이 나쁜 말을 주고받으면 사이가 안 좋아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들어

지는 것을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경희: (비아냥거리며) 쳇, 친할 때 그런 말로 장난치

는

얄미운 태도로 비웃으며 놀려 말하며.

기회도 얻지 않고 친구의
것도 모르나? → 말할
말을 무시하며 말함.

먼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지 말자.”를 실천
내용으로 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

이희정: (짜증 내며) 너는 그래서 날마다 친구들과 다투냐?

어 주십시오. 29명 가운데에서 20명이 찬성했습

사회자: 모두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말할 기회도 얻지

니다. 다음, “심한 장난을 하지 말자.”를 실천 내

않고 높임말도 사용하지 않은 고경희 친구 그리고

용으로 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마찬가지로 말할 기회를 얻지 않고 거친 말을 사

주십시오. 29명 가운데에서 6명이 찬성했으므로

용한 이희정 친구에게 ‘주의’를 한 번씩 드립니다.

실천 내용으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운 말을 사용하자.”를 실천 내용으로 정하는

(효과음) 칠판에 쓰는 소리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29명
사회자: 지금부터 주제에 대한 실천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추가로 의견을 이
투표를 하여 결정함.

가운데에서 10명이 찬성했으므로 실천 내용으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야기할 친구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민
(효과음) 칠판에 쓰는 소리

친구가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김찬민: (자신 없게) 고운 말? 뭐였지? 아무튼 그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주제에 알맞지 않은 의견을 제시함.

사회자: 오늘 회의 주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결과 발표 →

보다는 ‘이름 부르지 않기’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이고 실천 내용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

왜냐하면 우리 반 모두가 싫어할 것 같기 때문입

지 말자.”로 정했습니다. 결정된 실천 내용을 모

니다.

두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급 회의

사회자: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름

폐회 →

를 마칩니다.

표결 →

중요

32 회의할 때 고경희 학생이 지켜야 할 예절로 알맞
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① 높임말을 사용한다.
② 말할 기회를 얻어 발표한다.
③ 비아냥거리며 말하지 않는다.
④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⑤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한다.

)

35 회의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33 이희정 학생이 사회자에게서 ‘주의’를 받은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

34 실천 내용으로 결정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

)

① 높임말을 사용한다.
② 제시된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
③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
④ 의견은 말할 기회를 얻은 후 발표한다.
⑤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끼어들지 않는다.
3. 바르고 공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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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1쪽

국어 100~103쪽 내용

학습 목표 ▶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알기

국어 100~103쪽

37 이 온라인 대화에서 친구들이 대화를 잘 이해하

[36~38] 다음 온라인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현영

지혜야, 내일 발표 자료 준비 잘해! ^^

@,@

발표 잘할 거야.

① 그림말을 사용해서
② 서로 친하지 않아서
③ 줄임 말을 사용해서
④ 대화 상대가 너무 많아서
⑤ 말하는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서

넌 누구야?

@,@

지혜

나 영철이야.

38 이 대화에서 현영이가 화가 난 까닭은 무엇입니

영철이구나. 나 원래 발표 잘하잖아. ㅇㅈ?

까? (

지혜
@,@

현영

)

ㅇㅈ? 이게 뭐야? 연주?

① 대화명을 자꾸 바꾸어서
② 현영이만 계속 말하게 해서
③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④ 다른 친구들을 자꾸 초대하여서
⑤ 그림말을 정신없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것도 모르니? ㅋㅋㅋ

@,@

)

?

?

?

?

?

?

?

?

ㅇㅈ?

지혜

어휴, 정신없네. 너희 지금 장난하니?

39 온라인 대화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한 가지만 쓰
@,@

시오.

아주?

(

아니야, 그런데 아까는 대화명을
바꿔서 못 알아봤네. 안경 샀어?

지혜
@,@

서술

ㄴㄴ

는 문제를 살펴보고,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혜
너도 모르는 게 있네. 우리 서로 조심하자.

갑자기 대화방에서
나가면 어떡해! 난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는데.

중요

36 지혜가 영철이를 못 알아본 까닭은 무엇입니까?


(

①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② 대화명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③ 대화 참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④ 대화명을 너무 짧게 썼기 때문에
⑤ 영철이가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8

형

40 다음 그림을 보고 온라인 대화에서 나타날 수 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네네? 샀다고?

@,@

)

)
점심시간에 한 말
이 무슨 뜻이야?
그거 아무것 도
아니야. 신경 쓰
지 마. 안녕.

△△님이 나갔습니다.

도움말

대화방에서 나가면 친구와 대화를 이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국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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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활동 18~19쪽 내용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찾기

상대를 바라보며
말한다.

시간, 장소에 맞
게 말한다.

tip

•활동 내용: 대화 예절을 지키
며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고운 말, 바른 말
을 쓴다.

듣는 사람의 기분
을 고려하며 말한
다.

항상 커다란 목소
리로 말한다.

대화를 할 때에는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지켜야 할 예절 찾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이야기이면 듣
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지켜
야 할 예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습니다.
•적절히 반응하며 듣습니다.

확인 문제

적절히 반응하며
듣는다.

tip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상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고운 말, 바른 말을 씁니다.
•시간, 장소에 맞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며
말합니다.
•웃어른께는 높임말을 사용합
니다.

※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지
켜야 할 예절에 모두 표를 하
시오.

책을 읽으며 이야
기를 듣는다.

1.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
)
2.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
한다.
(
)
3. 다른

곳을 바라보며 듣는다.

(
)
4. 텔레비전을

보며 듣는다.

(
)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이야기라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정답

1. ◯ 2. ◯

3. 바르고 공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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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활동 20~21쪽 내용

예절에 맞게 말할 내용 알기


민우야, 영수네 집에
이걸 가져다드려라.


저 민우예요.

누구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민우구나!
어서 와.

안녕하세요?

tip


 어머니께서
이것을 가져다드리
라고 하셨어요.

그래,
고맙다고
전해 드려라.

웃어른과 대화를 나눌 때 지켜야
할 예절
•높임말을 사용하여 말합니다.
•공손한 태도로 말합니다.
•웃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
지 듣습니다.
•웃어른이 말씀하실 때 적절한
반응을 합니다.

웃어른께 말할 때에는 알맞은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앗!
확인 문제
※ 친구가 내 발을 밟았을 때 어
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미안해.
다리는 괜찮아?

tip

 그래, 괜찮아.
다음에는 더 조심
하면 좋겠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친구가 실수를 하였을 때에는 무조건 화를 내지 않고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1. “저리 가. 너는 왜 조심하지
않니?”
(
)

아프다. 다음에는 좀 조
2. “너무
심해 줘.”
(
)
※ 친구의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알맞
은 것에 표를 하시오.
3.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야겠
다.”
(
)
4. “미안해. 내가 실수로 떨어뜨
렸어.”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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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문제와 답을 확인하며
학교 숙제를 해결하세요.
교과서
86~88쪽

교과서 86~88쪽

대화 예절 생각해 보기

•고기를 사러 온 젊은 양반들은 박 노인을 각각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써 보세요.
 바우

윗마을 양반

 박 서방

아랫마을 양반

•박 노인은 어떤 양반에게 고기를 더 많이 주었나요? 그 까닭은 무엇인지 짝과 이야기해 보세요.
 아랫마을 양반입니다. 자신을 더 존중해 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이 지었을 표정을 그려 보고, 박 노인이 뭐라고 대답할지 써 보세요.
바우야, 쇠고기 한 근만
줘라.

 짜증 난 표정 / 알겠
습니다.

박 서방, 쇠고기 한 근
만 주게.

 즐거운 표정 / 네,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민수의 경험과 같이 친구가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별명으로 자신을 불렀다면 어떻게 대답했을지 말해 보세요.
 “그렇게 부르지 마.”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영철이가 한 말에 민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면 영철이는 어떻게 답했을지 말해 보세요.
- 뭐야, 아침부터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고……. →  왜? 좋은 별명이잖아. / 키다리니까 키다리라고 하지.
- 나는 그 별명 싫은데, 내 이름으로 불러 줄래? →  미안해. 다음부터는 네 이름으로 부를게.
교과서
90~95쪽

교과서 90~95쪽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 알기

•두 아이가 한 말 가운데에서 대화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남자아
이가 ‘내가’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어른 앞에서는 여자아이처럼 ‘제가’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해야 예절에 맞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대신에 ‘제가’라는 말을 사용해야 예절에 맞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릴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어떤 아이의 말이 더 예절에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보세요.
 남자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웃어른께 “수고하셨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대화 예절을 지키며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그림을 바탕으로 하여 답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신유의 생일잔치」에서 신유 친구들이 예절을 잘 지키지 않은 부분을 써 봅시다.
장소

예절을 지키지 않은 부분

①

현관

 신유 어머니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②

식탁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③

신유 방

 친구 앞에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3.3. 바르고
바르고 공손하게
공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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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역할을 한 친구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서로 묻고 답해 보세요.
친구 1: (  사슴 )과/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토끼 역할을 한 친구: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2: 그때 기분이 어떠했나요? / 토끼 역할을 한 친구: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3: (  사자 )이/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토끼 역할을 한 친구:  제 이야기를 다 들어 주고 나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한 예의 바르지 않은 말을 고쳐 써 봅시다.
동물

예의 바르지 않은 말

예의 바른 말

사슴

“내 말부터 들어 봐.”

“미안해. 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거북

“뭐? 너 혼나 볼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이제 그만할게.”

사자

“내 마음이야. 저요! 저요!”

 “그래, 다른 친구부터 하고 나서 할게.”

•예절을 지키며 대화를 주고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에게 배려받는 것 같아서 친구와 사이가 더 좋아집니다.

교과서
97~99쪽

「우리 반 회의 시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주제로 학급 회의를 하는 내용의 글

•학급 회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입니다.
•학급 회의에서 결정한 실천 내용은 무엇인가요?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지 말자.”입니다.
•회의할 때 예절에 어긋난 부분을 써 보세요.  말하는데 끼어들었습니다. / 말할 기회를 얻지 않고 말했습니다. /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위에 쓴 내용이 예절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짝과 말해 보세요.
 말하는데 끼어들면 내 말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회의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을 빈칸에 알맞게 써 보세요.
-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 끼어들지 ) 않는다. / -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 높임말 )을/를 사용한다.
- 의견을 말할 때에는 손을 들어 ( 말할 기회 )을/를 얻고 발표한다. / - 다른 사람의 의견을 ( 경청 )한다.
•회의 시간에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고 회의해 보세요.
회의 주제
자신이 낼 의견

 화목한 우리 반을 만들자.
 아침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자.

근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반이 회의할 때 잘 지키는 예절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손을 들고 말할 기회를 얻은 뒤에 발표합니다.
•회의할 때 예절을 더 잘 지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면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겠습니다. / 남의 의견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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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문제와 답을 확인하며 학교 숙제를 해결하세요.
교과서
101~103쪽

교과서 100~103쪽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알기

•영철이가 쓴 대화명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
•지혜가 영철이를 못 알아본 까닭은 무엇인가요?
 대화명을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라면 어떤 대화명을 사용할지, 그 까닭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자신을 잘 표현하는 대화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내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쁜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 ‘ㅇㅈ’, ‘ㅋㅋㅋ’, ‘ㄴㄴ’과 같이 줄임 말을 써 본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영철이가 ‘ㅇㅈ’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처음 봐서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줄임 말을 지나치게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항상 새로운 말의 뜻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 대화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오해가 생기거나 대화
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영이가 사용한 그림말( )은 어떤 기분을 나타낼까요?
 화난 기분입니다.

•현영이가 그런 기분이 든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친구들이 그림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대화를 할 때 그림말을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기분이 좋았거나 불편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느낀 까닭도 써 보세요.
그림말을 받았을 때 자신의 기분

그렇게 느낀 까닭
 그림말의 표정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 나는 중요한
일인데 상대는 장난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 불쾌했습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줄임 말이나 그림말과 같은 새로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온라인 대화 예절을 생각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 상대가 모를 수도 있으니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림 와 그림 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그림

문제



뜻 모르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신이 할 말만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 버렸다.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더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가 보이지 않으므로 자기 위주로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3. 바르고 공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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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1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 알기

● 웃어른께는 알맞은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 상황에 알맞은 인사말을 합니다.
● 친구 앞에서는 귓속말을 하지 않습니다.
● 대화 도중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 남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핵심 2

예의 바르지 않은 말

예의 바른 말

아버지, 이건 내가 할게요.

아버지, 이건 제가 할게요.

아주머니, 수고하셨어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내 말부터 들어 봐.

미안해. 네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뭐? 너 혼나 볼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이제 그만할게.

내 마음이야, 저요! 저요!

그래, 다른 친구부터 하고 나서 할게.

예절을 지키며 회의하기

●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에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 의견을 말할 때에는 손을 들어 말할 기회를 얻고 발표합니다.
●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합니다.

핵심 3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알기

●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 자신을 나타내는 바른 대화명을 사용합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더라도 대화 전에 인사를 하고 끝날 때에도 인사합니다.
● 바른 말을 사용하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 줄임 말이나 그림말은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 그림말은 기분을 더 잘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장난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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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르고 공손하게
정답과 해설 13쪽

[04~05]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 이건
내가 할게요.

㈎ 윗마을 양반: 바우야, 쇠고기 한 근만 줘라.
박 노인: (건성으로 대답하며) 알겠습니다.

내가?

㈏ 아랫마을 양반: (깍듯이 부탁하는 말투로) 박 서방, 쇠

아버지, 이건
제가 할게요.

고기 한 근만 주게.
박 노인: (웃으면서 대답하며) 아이고, 네, 조금만 기다
리시지요.
㈐ 윗마을 양반: 야, 바우야! 똑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주느냐?
박 노인: (태연하게) 그러니까 손님 것은 바우 놈이 자
른 것이고, 이분 것은 박 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
이랍니다.

01 박 노인은 윗마을 양반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지 쓰시오.
(

)

02 박 노인이 사람마다 고기를 다르게 준 까닭은 무
엇입니까? (

)

중요

04 ㉠이 대화 예절에 어긋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거친 말을 사용해서
② 짜증 내는 말투로 말해서
③ 말할 기회를 얻지 않고 말해서
④ 높임말을 알맞게 사용하지 않아서
⑤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①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②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③ 값을 다르게 냈기 때문에
④ 친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⑤ 말할 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술

형

03 이 글을 통해 볼 때 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
지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쓰시오.

도움말

똑같은 이야기라도 말하는 사람의 말투에 따라 듣는 사
람 태도가 달라집니다.

05 ㉠을 대화 예절에 알맞게 바꾸어 쓰시오.
(

)
3. 바르고 공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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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10] 다음은 친구들이 상황에 따른 역할극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우: 신유야, 이제 네 방으로 가서 놀자.
신유: 여기야.
원우: 신유야, 여기는 책이 정말 많구나.
현영: (귓속말로) 신유는 이 많은 책을 다 봤나 봐.

…….

지혜: (귓속말로) 정말 많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봐.
원우: (귓속말로) 역시 책을 좋아하는 신유답다.

저요! 저요!
제가 할게요.



(효과음) 삐리리링

㉠ ) 얘들아, 나만 빼고 너희끼리 귓속말로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현영: (미안한 목소리로) 미안해, 신유야. 아무 생각 없
이 우리끼리 그냥 한 말인데, 앞으로는 귓속말하
지 않을게.
신유: 그래, 앞으로는 절대 귓속말을 하지 말아 줘. 나
만 따돌리는 것 같아 속상하단 말이야.
신유: (

06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

08 이 그림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

)

① 거친 말을 하는 상황
② 줄임 말을 사용하는 상황
③ 대화 도중에 끼어드는 상황
④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
⑤ 남이

하는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상황

)

① 서운한 목소리로
② 미안한 목소리로
③ 반가운 목소리로
④ 즐거운 목소리로
⑤ 행복한 목소리로

㉠내 마음이야.
저요! 저요!

다른 친구도
발표해야지.

09 ㉠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토끼 역할을 한 친구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

① 고맙다.		
③ 재미있다.		
⑤ 자랑스럽다.

)

② 미안하다.
④ 당황스럽다.

중요

07 신유는 친구들에게 말할 때 어떤 점을 지켜 주었
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까? (

① 거짓말을 하지 말자.
② 귓속말을 하지 말자.
③ 공손하게 이야기하자.
④ 거친 말을 사용하지 말자.
⑤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자.

56

)

10 ㉠을 어떠한 말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

)

① 미안해. 다시 신청할게.
② 제가 먼저 하고 싶어요.
③ 그래.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④ 그래, 다른 친구부터 하고 나서 할게.
⑤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해. 이제 놀리지 않
을게.

국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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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13쪽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15] 다음 온라인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희정: 네, 제 의견은 “고운 말을 사용하자.”입니다.

친구들이 나쁜 말을 주고받으면 사이가 안 좋아지
는 것을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고경희: (비아냥거리며) 쳇, 친할 때 그런 말로 장난치는
것도 모르나?
이희정: (짜증 내며) 너는 그래서 날마다 친구들과 다투
냐?
사회자: 모두 조용히 해 주십시오. 말할 기회도 얻지
않고 높임말도 사용하지 않은 고경희 친구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할 기회를 얻지 않고 거친 말을 사
용한 이희정 친구에게 ‘주의’를 한 번씩 드립니다.

현영

지혜야, 내일 발표 자료 준비 잘해! ^^

@,@

발표 잘할 거야.
넌 누구야?

@,@

지혜

나, 영철이야.

㉠
영철이구나. 나 원래 발표 잘하잖아. ㅇㅈ?

@,@

지혜

ㅇㅈ? 이게 뭐야? 연주?

그것도 모르니? ㅋㅋㅋ

(효과음) 칠판에 쓰는 소리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추가로 의견을 이
야기할 친구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민
친구가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김찬민: (자신 없게) 고운 말? 뭐였지? 아무튼 그 의견
보다는 ‘이름 부르지 않기’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 모두가 싫어할 것 같기 때문입
니다.

11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

@,@

사회자: 지금부터 주제에 대한 실천 내용을 정하도록

현영

?

?

?

?

?

?

?

지혜

ㅇㅈ?

어휴, 정신없네. 너희 지금 장난하니?

중요

13 이와 같은 온라인 대화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그림말을 사용한다.
② 대화명을 사용한다.
③ 줄임 말을 사용한다.
④ 상대의 표정을 쉽게 알 수 있다.
⑤ 같은 장소에 없어도 대화할 수 있다.

)

① 운동회를 하고 있다.
② 캠페인을 하고 있다.
③ 생일잔치를 하고 있다.
④ 학급 회의를 하고 있다.
⑤ 학예 발표회를 하고 있다.

)

14 ㉠과 같은 말을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
엇인지 한 가지만 쓰시오.
(

)

형
서술

12

고경희 학생이 의견을 말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정
리한 것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15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그렇게 생
각하는 까닭을 쓰시오.
⑴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을/를 사용한다.

(


⑵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

)

도움말

얼굴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대화의 특징을 생
각하며 주의할 점을 떠올려 봅니다.
3. 바르고 공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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