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및 청소년과 함께 하는 영어 학습: 집안일 

목록을 이용한 전반적인 언어 숙련도 향상  

 
누가, 언제, 어떤 집안일을 하는지에 관해 대화함으로써 집안일에 관한 시간도 말하기 능력 연습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 Nicole DeSalle, 작문 코디네이터, 아이오와주 독서 연구 센터 

게시일: 2022 년 3 월 29 일 

 
편집자 주: 아이 및 청소년과 함께 영어를 배우면 그들의 영어 능력뿐만 아니라 귀하의 
영어 실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영어를 배우는 보호자가 일상생활 중에 
자기 가족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연속 기획물 중 
하나입니다. 
 

집안일을 처리하는 동안의 영어 연습은 귀하와 아이 또는 청소년이 영어를 배울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집안일은 매일 또는 매주 해야 하는 일상생활의 일부이므로 식구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영어 숙련도를 향상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연습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어떤 집안일을, 언제, 그리고 식구 중에 누가 그 일을 맡을 지 

결정하는 과정은 문제 해결의 한 예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면 그들은 최대한 자신의 의미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언어 체계에 집중한다고 알려졌습니다. (2008 년, Kim)       

 

 

https://iowareadingresearch.org/person/nicole-desalle-mfa
https://iowareadingresearch.org/tags/learning-english-your-children-and-teens


 

  

배경 지식 함께 쌓기 
이 정보는 영어 학습자가 이 게시물의 학습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집안일은 집 안팎에서 하는 일입니다. 일부 집안일을 매일 해야 하고, 일부는 매주 해야 

합니다. 

 

여기 일반적인 집안일의 예가 있습니다. 

• 방 청소 

• 침대 정돈 

• 옷 정리 및 걸기 

• 설거지 

• 세차 

• 잔디 깎기 

• 장난감 정리 

• 식사 준비/음식 조리 

• 식탁 차리기 

• 식탁 치우기 

• 설거지 

• 냉장고 또는 냉동고 정리 

• 샤워 또는 욕조 청소 

• 빨래 

• 빨래 건조 

• 옷 정리 

• 바닥 청소 

• 카펫 진공 청소 

• 가을철 낙엽 쓸어 모으기 

• 겨울철 눈치우기 

 

집안일 당번 표는 가정에서 마쳐야 할 일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집안일을 마쳐야 할 

날짜나 요일이 표시된 당번 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또한, 식구 중 누가 어떤 일을 맡을 

책임이 있는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 당번 표 견본은 가족을 위한 보조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영어 또는 모국어로 아이나 청소년에게 다음을 질문해보십시오. 

https://www.thoughtco.com/beginner-dialogue-cooking-1210080


 

  

• 왜 모든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 어떤 일을 매일 해야 할까? 매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네가 잘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어떤 것일까? 제일 싫어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집안일 당번 표를 만들거나 사용할 때 아이와 청소년과 이 질문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영어 실력 쌓기: 영어 연습을 위한 집안일 당번 표 사용 
집안일 당번 표 작성하기 
아래 보인 예제 같은 집안일 당번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첫 번째 칼럼에는 해야 할 일을 기재하십시오. 

• 첫 번째 열에는 요일을 적으십시오. 

• 아이 및 청소년과 함께 가족 각자가 그 주에 할 일을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각 할 

일의 옆과 요일 아래에 맡을 사람 이름을 적으십시오. (아래 추가 설명 참조)    

 

표 1. 집안일 당번 표 예제 

가르시아(Garcia) 가족의 집안일 당번 표 

집안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진공청소기 

청소  

  카르멘     

빨래     아빠   

설거지 카르멘 마르코 엄마 마르코 카르멘 아빠 아빠 

식탁 차리기 마르코 카르멘 아빠 카르멘 마르코 엄마 엄마 

방 청소    카르멘 마르코   

쓰레기 

버리기 

  마르코     

 

 

말하기 실력 향상을 위한 미래에 관한 질문과 대답  
각 집안일의 담당자를 결정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하여 큰 소리로 질문하고 대답하기 

 

• 질문: 누가 이번 주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나요?  

• 대답: 수요일에 제가 할게요. 

 



 

  

• 질문: 누가 월요일에 설거지를 하나요?  

• 대답: 제가 할게요. 

 

문법 스포트라이트: “Will”과 “Going To”의 비교 

“will”과 “going to”는 모두 미래의 행동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Will“을 사용할 때 

말하는 시점에서 미래의 행동을 말할 때는 "will“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 가족 1: 월요일 설거지는 누가 하나요? 

• 가족 2: 제가 할게요.  

• 가족 1: 좋습니다! 집안일 당번 표에 이름을 적으세요. 

 

“Going To”를 사용할 때 
말하는 시점 전에 이미 결정된 미래 계획을 말할 때는 "going to“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 가족 1: 누가 오늘 식탁을 차리나요? 

• 가족 2: 잘 모르겠어요. 집안일 당번 표를 봐야할 것 같아요. 마르코가 오늘 저녁 

식탁을 준비해야 돼요.  

 

집안일 당번 표를 만들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집안일은 당번표를 작성하는 

순간에 결정되고 그 당번 표에 대해 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행동에 대해 말하는 

데는 “will”이 사용됩니다. 

 

당번표를 작성한 후에는 귀하, 아이 및 청소년 모두 각자 말하기 연습을 위해 그 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는 이미 결정된 미래의 계획을 보이기 때문에 

“will” 대신에 “going to”를 사용합니다. 집안일에 대해 대화할 때 “going to”의 사용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아래 문장 구조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집안일 계획에 관해 말하기 위한 문장 구조 

질문 

• 누가 이번 주에 ______을(를) 할 예정인가요? 

예제 



 

  

• 누가 이번 주에 빨래를 할 예정인가요? 

• 누가 이번 주에 쓰레기를 내다 버릴 예정인가요? 

대답 

• _________이(가) ________에 ________을(를) 할 예정이예요. 

 

예제 

• 아빠가 금요일에 빨래를 하실 예정이예요. 

• 마르코가 수요일에 쓰레기를 내다 버릴 예정이에요. 

 

과거에 관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말하기 연습하기 
귀하와 아이, 또는 청소년은 집안일을 마치면서 그 기록을 보관하는 데도 당번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에서 “x” 표시는 완료된 집안일을 나타냅니다. 

 

가르시아(Garcia) 가족의 집안일 당번 표 

할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진공청소기 

청소  

  x 카르멘     

빨래     아빠   

설거지 x 

카르멘 

x 

마르코 

엄마 마르코 카르멘 아빠 아빠 

식탁 준비 x 

마르코 

X 

카르멘 

아빠 카르멘 마르코 엄마 엄마 

방 청소    카르멘 마르코   

쓰레기 

버리기 

  x 마르코     

 

아이 및 청소년과 함께 완료한 집안일을 확인해보십시오. 완료된 집안일에 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 질문: 마르코가 월요일에 설거지를 했나요?  

• 대답: 네, 했어요.  

 

• 질문: 카르멘은 자기 방 청소를 했나요?  

• 대답: 아니요, 화요일에 할 거예요.  



 

  

 
문법 스포트라이트: “과거”와 “현재 완료” 시제의 비교 

과거와 현재 완료 시제는 모두 상황에 따라 완료된 집안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할 때 

현재 결과가 없는 완료된 행동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 가족 1: 카르멘이 진공청소기 청소를 했나요?  

• 가족 2: 네, 했어요.  

 

어떤 행동이 언제 완료되었는 지에 관한 특정 사항을 언급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 가족 1: 카르멘이 진공청소기 청소를 했나요?  

• 가족 2: 네, 수요일에 진공청소기 청소를 했어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할 때 

현재 결과가 있는 완료된 행동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 가족 1: 마르코가 식탁 준비를 했나요?  

• 가족 2: 네, 했어요. 이제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완료된 시간에 관한 단어가 없을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 가족 1: 카르멘이 자기 방을 치웠나요?  

• 가족 2: 아니요, 치우지 않았어요. 목요일에 치울 예정이예요.  

 

집안일이 항상 재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 및 청소년과의 집안일에 관해 

대화하는 것은 영어 연습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을 위한 보조 자료 

집안일 당번 표 

가족 중 누가 어떤 집안일을 하고, 어떤 요일에 그 일을 마칠지를 표시하는 주간 집안일 

당번표를 작성할 때 이 견본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영어를 연습하면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https://iowareadingresearch.org/sites/iowareadingresearch.org/files/chore_cha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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