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6 

날짜와 요일 

             Fechas y días de la semana 

6-2 몇 시에 저녁을 먹어요? 

¿A qué hora se cena? 

         

▍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어휘 (동작동사) 를 배운다. 

2. „을 / 를‟과 „안‟을 배운다. 

3. 다양한 동작동사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4.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 이해한다. 

1. Aprenda verbos de acción básicos necesarios para la vida diaria. 

2. Aprenda „을 / 를‟ y „안‟. 

3. Podrá utilizar libremente diferentes verbos de acción en el habla. 

4. Comprenda la emisión televisiva c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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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logo : Describiendo la actividad diaria 

6-2 

조영선: 유미 씨는 보통 몇 시에 저녁을 먹어요? 

김유미: 7시쯤 저녁을 먹어요. 

조영선: 저녁 식사 후에 드라마를 봐요? 

김유미: 드라마는 안 봐요. 보통 뉴스를 봐요. 

Youngsun: Yumi, ¿a qué hora generalmente cenas? 

Yumi: Generalmente ceno alrededor de las 7 

Youngsun: ¿Ves dramas después de cenar? 

Yumi: No veo doramas. Generalmente veo noti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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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보세요 

1. 유미 씨는 보통 몇 시에 저녁을 먹어요? ( 

① 5시 반 ② 6시 ③ 6시 반 ④ 7시 

) 

) 

2. 유미 씨는 저녁 식사 후에 뭐 해요? ( 

① 드라마를 봐요. 

③ 뉴스를 봐요. 

② 이야기를 해요. 

④ 컴퓨터를 해요. 

▍ 어휘 Vocabulario 6-2 

저녁을 먹다 

[저녀글 먹따] 
     Cenar 

드라마를 보다 

   Ver dramas 

뉴스를 보다 

     Ver noticias 

식사 

Comida 

후 
  Despu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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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___을 / 를 _____________. 

앞말이 동작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La palabra que preceden es el objeto del verbo.  

받침 ○ → 

저녁 

책 

∙ 7시쯤 저녁을 먹어요. 

∙ 보통 뉴스를 봐요. 

을 

저녁을 

책을 

받침 × → 

우유 

뉴스 

를 

우유를 

뉴스를 
6-2 

2. 안 _____________ 

동사 바로 앞에 붙여, 부정할 때 사용한다. 

비격식적으로 말할 때 주로 쓴다. 

동작동사인 „공부하다‟는 „공부 안 하다‟로 쓴다. 

안 공부하다(×), 공부 안 하다(○) 

„있어요‟는 „없어요‟, „알아요‟는 „몰라요‟로 쓴다. 

Esto se utiliza directamente delante de los verbos y crea la forma negativa. 

Esto se utiliza en situaciones menos formales. 

Cuando negamos la acción del verbo „공부하다‟, „공부 안 하다‟ es lo correcto. 

안 공부하다(×), 공부 안 하다(○) 

∙ 드라마는 안 봐요. 

∙ 저녁은 안 먹어요. 

∙ 저는 운동 안 해요. 

∙ 주말에는 공부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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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플러스 Vocabulario adicional 

동사 

만나다 

Encontrar (se) 

� 저는 저녁에 친구를 

 만나요. 

읽다 

  Leer 
� 저는 책을 읽어요. 

6-2 

쓰다 

 Escribir 
� 저는 편지를 써요. 

만들다 

 Hacer/ 

Fabricar 

� 저는 김밥을 

만들어요. 

배우다 

Aprender 
� 저는 한국어를 

배워요. 

가르치다 

Enseñar 
� 제가 요리를 

가르쳐요. 

받다 

  Recibir 

�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요. 

주다 

  Dar 

� 생일에 친구들이 

선물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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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Cultura coreana 

6-2 

Televisión coreana 

En Corea, hay grandes empresas de difusión televisiva pública como KBS, MBC, y SBS, así como 

redes de difusión de televisión por paga más pequeñas. Las empresas de difusión coreanas producen 

muchos dramas. Algunos dramas han ayudo a aumentar la popularidad coreana y han pasado a 

convertirse en “Dramas Coreano”.  

한국의 텔레비전 

 

한국에는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국과 그보다 작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국에서는 많은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어 한류 드라마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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