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6 

날짜와 요일 

               Fechas y días de la semana 

6-1 콘서트가 며칠이에요? 

¿Qué día es el concierto? 

▍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1. 날짜 및 요일 관련 어휘를 배운다. 

2. „―이에요‟와 „―이 / 가 아니에요‟를 배운다. 

3. 날짜와 요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4.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한다. 

1. Aprenda palabras relacionadas con las fechas y días de la semana.  

2. Aprenda „―이에요‟ y „―이 / 가 아니에요‟. 

3. Hable acerca de las fechas y días de la semana. 

4. Comprenda la cultura pop c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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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logo : Hablando de fechas y días de la semana 

6-1 

이지민: 콘서트가 며칠이에요? 

직 원: 6월 16일이에요. 

이지민: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직 원: 아니요, 금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Jimin: ¿Qué día es el concierto? 

Empleada: Es el 16 de junio. 

Jimin: ¿Ese día es viernes? 

Empleada: No, no es viernes, es sáb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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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보세요 

1. 콘서트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 

① 2월 16일 ② 2월 26일 

) 

③ 금요일 ④ 토요일 

) 

④ 6월 26일 ③ 6월 16일 

2.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 

① 수요일 ② 목요일 

▍ 어휘 Vocabulario 

6-1 

콘서트 

Concierto 

며칠 

¿Qué fecha? 

월 

  Mes 

일 

Día 

요일 

(금요일[그묘일] / 토요일) 
Día de la semana 

(Viernes / Sáb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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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___이에요 / 예요. 

„―입니다‟를 친근하게 말할 때 쓴다. 

받침 ○ → 

학생 

며칠 

이에요 

학생이에요 

며칠이에요? 

받침 × → 

가수 

크리스마스 

예요 

가수예요 

크리스마스예요? 

„―이에요? / 예요?‟는 의문문이다. 

Esto se utiliza en conversaciones menos formales que 

„―입니다‟. 
„―이에요? / 예요?‟ es la forma de pregunta. 

∙ 가 : 콘서트가 며칠이에요? 

∙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나: 6월 16일이에요. 

6-1 

2. _____________이 / 가 아니에요. 

앞말을 부정할 때 쓴다. 

„―이에요‟의 부정 표현이다. 

친근하게 말할 때 주로 사용한다. 

Esto se utiliza cuando negamos la parte precedente de la oración. 

es la forma negativa de  „―이에요‟. 

Esto se utiliza principalmente en conversaciones que son menos 

formales. 

∙ 오늘은 금요일이 아니에요. 목요일이에요. 

∙ 그 사람 생일이 모레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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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플러스 Vocabulario adicional 

요일 

월요일 

 Lunes 
�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6-1 

화요일 

  Martes 
�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수요일 

  Miércoles 
� 수요일이 며칠이에요? 

목요일 

  Jueves 
� 목요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금요일 

Viernes 
� 금요일이 며칠이에요? 

토요일 

  Sábado 
� 토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일요일 

Domingo 
�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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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Cultura coreana 

6-1 

Cultura pop coreana 

Cantantes y actores coreanos no solo están activos en Corea, sino también persiguen sus carreras 

fuera de Corea. El rapero coreano „Psy‟ con el video musical “Gangnam Style” gano popularidad sin 

precedentes en el extranjero. Hay muchos clubes de fans dedicados a las celebridades coreanas. 

Muchos extranjeros y no solo coreanos se registran para ser miembros de estos clubes de fans.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의 가수, 배우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연예인을 응원하는 펜클럽에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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