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5 

  하루 생활 

   Rutinas diarias 

5-1 몇 시에 일어나요? 

¿A qué hora se levanta usted?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1. 시간 관련 표현 및 일상생활 관련 어휘를 배운다. 

2. ‘―어요’와 ‘에’를 배운다. 

3. 시간에 따른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4. 한국의 등교 시간을 이해한다. 

1. Aprenderá expresiones relacionadas con el tiempo y la vida cotidiana. 

2. Aprenderá ‘―어요’ y ‘에’. 

3. Hablaremos de cosas que las personas hacen en diferentes momentos del día. 

4. Comprenderá el horario en que los estudiantes coreanos van al cole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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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álogo: Describiendo rutinas diarias 

5-1 

이준수: 혜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박혜진: 보통 7시에 일어나요. 

이준수: 그럼 몇 시에 학교에 가요? 

박혜진 : 8시쯤에 가요. 

Junsu: Hyejin, ¿a qué hora te levantas? 

Hyejin: Usualmente me levanto a las 7. 

Junsu: Entonces, ¿a qué hora vas al colegio? 

Hyejin: Voy alrededor de la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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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해 보세요 

1. 혜진 씨는 7시에 뭐 해요? ( 

① 일어나요 ② 세수해요 

) 

③ 자요 

) 

④ 8시 

④ 놀아요 

2. 혜진 씨는 몇 시에 학교에 가요? ( 

① 5시 ② 6시 ③ 7시 

▍어휘 Vocabulario 

5-1 

몇 시 

[멷 씨] 
¿Qué hora? 

일어나다 

[이러나다] 
Levantar (se) 

학교에 가다 

[학꾜에 가다] 
    Ir al colegio 

7시 

[일곱씨] 
  Siete en punto  

보통 

  

Usualmente 

쯤 

Alrede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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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___어요 / 아요. 

‘―어요 / 아요’는 동작이나 상태의 서술을 나타내며 문장을 끝맺을 때 쓴다. 

‘―어요 / 아요?’는 ‘―어요 / 아요’의 의문문이다. 

‘―어요’ se utiliza para indicar una acción o estado y se utiliza al final de la oración. 

‘―어요 / 아요?’ esta es la forma de pregunta de ‘―어요 / 아요’. 

ㅏ, ㅗ → 아요 

작다 

놀다 

작아요 

놀아요 먹다 먹어요 

ㅓ, ㅜ, ㅐ .... → 어요 하다 → 해요 

착하다 

공부하다 

착해요 

공부해요 

5-1 

일부 동사는 줄여서 사용한다. 

일어나다 → 일어나요 / 가다 → 가요 / 보다 → 보아요 → 봐요 

‘하다’ 동사는 ‘해요’로 된다. 

착하다 → 착해요 / 공부하다 → 공부해요. 

Algunos verbos se contraen cuando se usan.  

일어나다 → 일어나요 / 가다 → 가요 / 보다 → 보아요 → 봐요 

‘하다’ verbos cambian  a ‘해요’. 

하다 → 착해요 / 공부하다 → 공부해요. 

∙ 보통 7시에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 혜진이는 키가 작아요. (작습니다) 

∙ 준수는 밥을 먹어요. (봅니다) 

∙ 지금 뭐 봐요? (봅니까?) 

∙ 지민이는 착해요. (착합니다) 

2. _____________에 ____________________ . 

앞말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 

‘언제’, ‘지금’, ‘오늘’, ‘내일’, ‘모레’, ‘어제’, ‘그제’와 같은 단어에는 ‘에’가 붙지 않는다. 

La palabra que precede esta particular es un indicador de tiempo. 

Palabras como: cuando, ahora, hoy, mañana, pasado mañana, ayer, día, 

Y antes de ayer, no se unen a ‘에’. 

∙ 가 :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 가 : 주말에 뭐 해요? 

∙ 가 : 언제 출발해요? 

나 : 7시에 일어나요. 

나 : 주말에는 운동을 해요 

나 : 내일 출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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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플러스 Vocabulario adicional 

때 

낮 

Día 

� 저는 오늘 낮에 

친구와 

 쇼핑해요. 

5-1 

밤 

Noche 
� 제 동생은 밤에 게임 

해요. 

새벽 

Amanecer 
� 저는 새벽에 

일어나요. 

아침 

La mañana 
� 아침에 신문이 와요. 

점심 

 Mediodía  
� 저는 점심시간에 좀 

자요. 

저녁 

  Noche 

� 저는 강아지와 

저녁에 

 산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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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Cultura coreana 

5-1 

Hora de ingreso en los colegios coreanos 

 
Los estudiantes coreanos ingresan al colegio en diferentes horarios. Los estudiantes de primaria 

generalmente tienen que ingresar de 8:30 a 8:50. Los estudiantes de secundaria deben ingresar un 

poco antes, por lo general de 8:20 a 8:40. Los estudiantes de preparatoria deben ingresar a la escuela 

de 7:30 a 7:50. Los estudiantes de primaria secundaria y preparatoria puede estar revisando sus 

materias con sus tutores de curso incluso antes de que comiencen las clases. Los estudiantes 

universitarios, por otro lado, no tienen un horario específico para ingresar al campus.  

Los estudiantes universitarios tienen mucho más flexibilidad y sólo tienen que presentarse a las 

clases en las que se inscribieron. 

 

한국의 학교별 등교 시간 

 

한국의 각 급 학교 등교 시간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보통 8시 

30분~50분까지, 중학생은 그보다 조금 이른 8시 20분~40분까지, 고등학생은 7시 

30분~50분까지 등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초중고교생들은 수업 시작 전 담임선생님과 조례와 아침 자습을 하지요. 그에 비해 

대학생은 등교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수업 시작 전까지만 

등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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