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7 

날씨와 음식 

      Clima y comida 

7-1 고향이 어디예요? 

¿Cuál es su ciudad natal? 

▍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1. 상태동사와 날씨 표현 동사를 배운다. 

2. ‘―고’ 와 ‘ㅂ불규칙 동사’를 배운다. 

3. 다양한 상태동사를 사용해서 날씨를 말할 수 있다. 

4. 한국의 날씨를 이해한다. 

1. Aprenda verbos descriptivos y verbos de expresión del clima. 

2. Aprenda ‘―고’ y ‘ㅂ verbos irregulares’. 

3. Hable sobre el clima utilizando una variedad de verbos descriptivos. 

4. Comprenda el clima en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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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와 음식 
Clima y comida 7-1 고향이 어디예요? ¿Cuál es su ciudad natal? 

▍ Dialogo : Describiendo pueblos natales 

7-1 

김과장 : 이 부장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이재훈: 대전이에요. 교통도 편리하고 살기가 좋아요. 

김과장: 요즘 대전 날씨는 어때요? 

이재훈: 서울 날씨와 비슷해요. 아주 더워요. 

Sr. Kim: Sr. Lee, ¿De dónde es usted? 

Jaehoon: Soy de Daejeon. El trasporte público es conveniente y es una bonita ciudad para vivir. 

Sr. Kim: Actualmente ¿Cómo es el clima en Daejeon? 

Jaehoon: El clima es similar al de Seúl. Muy cal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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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보세요 

1. 이 부장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 

① 서울 ② 부산 

) 

④ 대전 

) 

④ 시원해요. 

③ 제주도 

2. 이 부장님의 고향 날씨는 요즘 어때요? ( 

① 추워요. ② 더워요. ③ 따뜻해요. 

▍ 어휘 Vocabulario 

7-1 

고향 

 Pueblo o ciudad 

natal 

교통이 편리하다 

[펼리하다] 
   El transporte es conveniente 

살기가 좋다 

[조타] 
     Buen lugar para vivir 

날씨 

  Clima 

비슷하다 

[비스타다] 
  (ser)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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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고 __________ 

두 가지 이상의 상태나 사실을 연결해서 말할 때 사용한다. 

상태동사 뒤에 쓴다. 

Esto lo utilizo cuando se conecta dos situaciones o hechos en una oración. 

Se utiliza detrás del verbo descriptivo.  

∙ 교통도 편리하고 살기가 좋아요. 

∙ 재훈 씨는 친절하고 재미있어요. 

∙ 준수 씨는 키가 크고 멋있어요. 

7-1 

2. ㅂ불규칙 동사 

‘ㅂ’으로 끝나는 상태동사 중 ‘ㅂ’이 ‘우’로 바뀌는 

동사. 
En algunos verbos descriptivos que termina en  ‘ㅂ’, La consonante ‘ㅂ’ 

cambia a ‘우’. 
∙ 덥다 + ―어요 ⇒ 더워요 (O) 

⇒ 덥어요 (X) 

ㅂ 동사 

덥다 

맵다 

쉽다 

싱겁다 

어렵다 

춥다 

고맙다 

*돕다 

*곱다 

-어요 

더워요 

매워요 

쉬워요 

싱거워요 

어려워요 

추워요 

고마워요 

도와요 

고와요 

∙ 아주 더워요. 

∙ 김치찌개가 아주 매워요. 

∙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 정말 고마워요. 

∙ 친구를 도와요. 

∙ 춥다 + ―어요 ⇒ 추워요 (O) 

⇒ 춥어요 (X) 

‘ㅂ’으로 끝나는 규칙 동사도 있다. 

También , hay verbos regulares que terminan en ‘ㅂ’ que no cambian. 

∙ 우리는 한복을 입어요. (입다 ⇒ 입어요) 

∙ 방이 너무 좁아요. (좁다 ⇒ 좁아요) 

∙ 리에 씨가 제 손을 잡아요. (잡다 ⇒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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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플러스 Vocabulario adicional 

형용사/Adjetiv

os 

시원하다 

  (ser) refrescante 
� 맥주가 시원해요. 

같다 

  Mismo/Idéntico �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아요. 7-1 

다르다 

 (ser)Diferente 

� 그 식당은 점심 

메뉴와 저녁 메뉴가 달라요. 

불편하다 

   (ser) incomodo 
� 이 신발은 너무 

불편해요. 

편하다 

 Cómodo/Confortable 
� 이 옷은 정말 편해요. 

맑다 

    Claro/Limpio 
� 바닷물이 맑아요. 

넓다 

    Ancho 
� 운동장이 아주 

넓어요. 

좁다 

   Estrecho 
� 제 방은 좁아요. 

높다 

 (ser)Alto 
� 책상이 너무 높아요. 

낮다 

(ser)Bajo 
� 의자가 너무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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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Cultura coreana 

7-1 

El clima en Corea 

 

Corea tiene 4 estaciones: primavera, verano, otoño e invierno. La primavera y el otoño son 

agradables porque estas consisten de días despejados y soleados, pero el verano es muy húmedo y 

caliente debido a la temporada de lluvia. El invierno es muy frio y seco, y puede haber una buena 

cantidad de nieve. 

한국의 날씨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이 구분되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살기 좋은 맑은 날이 많지만, 여름은 장마가 있어 습하고 덥습니다. 겨울은 춥고 건조하며, 

때론 많은 눈이 내립니다.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