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4 

     위치 

Ubicación 

4-1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Dónde está la llave? 

▍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1. 위치 및 공간 관련 어휘를 배운다. 

2. ‘에 있어요’와 ‘은 / 는’을 배운다. 

3. 사물의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4. 한국의 방향 표시를 이해한다. 

1. Aprender palabras relacionadas con el sitio y ubicación.  

2. Aprender ‘에 있어요’ y ‘은 / 는’. 

3. Hablar acerca de la ubicación de los objetos. 

4. Entender expresiones de dirección en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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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Ubicación 4-1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Dónde está la llave? 

▍ Dialogo : Describiendo la ubicación de los objetos 

4-1 

이재훈: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김유미: 책상 위에 있어요. 

이재훈: 우산은 어디에 있어요? 

김유미: 책상 옆에 있어요. 

Jaehoon: ¿Dónde está la llave? 

Yumi : Está encima de la mesa 

Jaehoon: ¿Dónde está el paraguas? 

Yumi: Está al  lado del escrito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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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cación 4-1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Dónde está la llave?  

▍ 대답해 보세요 

1.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 

① 책상 옆 ② 책장 옆 

) 

③ 책상 위 

) 

③ 책상 위 ④ 책장 위 

④ 책장 위 

2. 우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 

① 책상 옆 ② 책장 옆 

▍ 어휘 Vocabulario 

4-1 

열쇠 

Llave 

어디 

¿Dónde? 

위 

Encima/arriba 

옆 

[엽] 
 Al l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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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Ubicación 4-1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Dónde está la llave? 

▍ 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___에 있어요. 

무엇이 어떤 위치나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을 서술한다.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 

_____에 있어요? → 의문문 

_____에 있어요 ↔ ______에 없어요. 

4-1 
Esto se utiliza para indicar la ubicación o lugar de algo.  

Esto se utiliza mucho en conversaciones entre amigos. 

에 있어요? → forma de pregunta 

∙ 지갑이 가방 안에 있어요. 

∙ 교실이 1층에 있어요. 

2. _____________은 / 는 _____________ 

서로 다른 두 정보를 대조할 때 쓴다. 

‘에’ 뒤에 쓰여 대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Esto se usa cuando se compara dos informaciones 

Esto se puede añadir detrás de ‘에’ también para comparar.  

받침 ○ → 

학생 

우산 

은 

학생은 

우산은 

받침 × → 

의사 

열쇠 

는 

의사는 

열쇠는 

∙ 열쇠가 책상 위에 있어요. 우산은 책상 옆에 있어요. 

∙ 화장실이 2층에 있어요. 1층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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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플러스 Vocabulario adicional 

방향과 위치 / Dirección y ubicación 

아래 

Fondo 

� 의자 아래에 

가방이 

 있어요. 

앞 

Frente /delante (de) 
� 집 앞에 은행이 

있어요. 
4-1 

뒤 

Atrás 
� 문 뒤에 옷걸이가 

있어요. 

안 

Interior/ dentro (de) 
� 지갑 안에 돈이 

많습니다. 

밖 

 Afuera 

� 화장실이 가게 

밖에 있어요. 

사이 

  Entre 

� 전화기가 TV와 

컴퓨터 사이에 있어요. 

여기 

Aquí 
� 여기는 제 

고향입니다. 

거기 

Ahí 
�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저기 

 Allí/ allá 

� 우산이 저기 문 

옆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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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Cultura coreana 

4-1 

Direcciones en corea 

 

En corea, cuando hablamos de direcciones se usan mucho los 4 puntos cardinales y todos los sentidos. 

Especialmente en el tráfico y las indicaciones relacionadas a “전진(adelante), 후진(atrás), 

좌회전(izquierda), 우회전(derecha)” etc. que aunque sean de origen chino se utilizan mucho. 

“전진” significa “siga hacia adelante”, “후진” significa “retroceda”, “좌회전” significa “girar a la 

izquierda” y “우회전” significa “girar a la derecha”. 

한국의 방향 표시 

 

한국에서 방향 표시를 할 때는 ‘동서남북’과 ‘전후좌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는 전진(前進), 후진(後進), 좌회전(左回轉), 우회전(右回轉) 등과 같은 

한자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전진’은‘앞으로 나간다’, ‘후진’은 ‘뒤로 나간다’. ‘좌회전’은 

‘왼쪽으로 돈다’. ‘우회전’은 ‘오른쪽으로 돈다’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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