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7 

날씨와 음식 

      Clima y comida 

7-2 조금 맵지만 건강에 좋아요. 

Es un poco picante pero es saludable. 

▍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1. 여러 가지 맛과 음식 관련 어휘를 배운다. 

2. ‘―지만’과 과거 시제 ‘―었어요’를 배운다. 

3.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서 음식의 맛을 표현할 수 있다. 

4. 한국의 대표 음식을 이해한다. 

1. Aprenda acerca de las palabras relacionadas con la comida y el sabor. 

2. Aprenda ‘―지만’ y el tiempo pasado al final del verbo ‘―었어요’. 

3. Hable acerca de la comida y sabores usando una variedad de vocabulario. 

4. Comprenda la comida popular c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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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logo : Describiendo sabores de comida 

7-2 

이재훈: 김과장님, 전주는 무슨 음식이 유명해요? 

김과장: 비빔밥이요. 조금 맵지만 건강에 아주 좋아요. 

이재훈: 자주 드세요? 

김과장: 그럼요. 어제도 먹었어요. 

Jaehoon: Sr. Kim, ¿Qué comida es famosa en Jeonju? 

Sr. Kim: El Bibimbap. Es un poco picante pero es saludable. 

Jaehoon: ¿Lo come frecuentemente? 

Sr. Kim: Si, incluso lo comí 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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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보세요 

1. 전주는 무슨 음식이 유명해요? ( 

① 냉면 ② 불고기 

) 

③ 김치 

) 

④ 조금 매워요. 

④ 비빔밥 

2. 김 과장님의 고향 음식 맛은 어때요? ( 

① 조금 짜요. ② 아주 매워요. ③ 아주 짜요. 

▍ 어휘 Vocabulario 

7-2 

무슨 

    ¿Qué? 

음식 

Comida 

유명하다 

 (ser)Famoso 

비빔밥 

Bibimbap 

맵다 

[맵따] 
   Picante 

건강에 좋다 

[건강에 조타] 
       Saludable 

드시다 

Comer (Estilo 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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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___지만 _____________. 

(동사의 뒤에 붙어) 서로 반대되는 두 문장을 연결하여 말할 때 사용된다. 

(Unido al final de un verbo) Esto conecta dos ideas que se contradicen entre sí. 

∙ 조금 맵지만 건강에 좋아요. 

∙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 준수 씨는 키가 크지만 혜진 씨는 키가 작아요. 
7-2 

2. _____________었어요 / 았어요. 

(동사의 뒤에 붙어) 과거의 일이나 행동,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된다. 

동사 어간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Unido al final de un verbo) Esto se utiliza cuando se habla de un estado o acción 

que ocurre en el pasado. 

El uso de este patrón depende de la raíz del verbo. 

ㅏ, ㅗ → ―았어요 

작다 

놀다 

작았어요 

놀았어요 

ㅓ, ㅜ, ㅐ...... → ―었어요 

울다 

먹다 

울었어요 

먹었어요 

하다 → ―했어요 

착하다 

공부하다 

착했어요 

공부했어요 

일부 동사는 줄여서 쓴다. 

‘하다’ 동사는 ‘했어요’로 쓴다. 

Algunos verbos se contraen cuando se utiliza con este patrón. 

오다 ⇒ 왔어요(*오았어요). 

가다 ⇒ 갔어요(*가았어요). 보다 ⇒ 봤어요(보았어요). 

Los verbos‘하다’ cambian a ‘했어요’. 

∙ 어제도 사과를 먹었어요. 

∙ 준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 어제는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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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플러스 Vocabulario adicional 

맛(형용사)/Sabores (adjetivos) 

맵다 

   Picante 
� 떡볶이가 아주 

매워요. 

7-2 

짜다 

   Salado 
� 김치찌개가 아주 

짜요. 

달다 

    Dulce 
� 설탕이 아주 달아요. 

시다 

    Agrio 

� 레몬과 식초는 아주 

 십니다. 

싱겁다 

  Desabrido 
� 국이 아주 싱거워요. 

쓰다 

   Amargo 
� 커피가 아주 써요. 

맛이 어때요? 

    ¿A qué sabe? 

    /¿Cómo sabe? 

� 불고기 맛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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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Cultura coreana 

7-2 

La comida popular coreana 

 

Dentro de la comida coreana, los extranjeros tienden a disfrutar el ‘bibimbap,’ ‘bulgogi,’ y ‘kimchi.’ 

El ‘Bibimbap’ es arroz mesclado con un surtido de verduras, es un alimento rico y a la vez saludable. 

El ‘Bulgogi’ es una carne a la parrilla sazonada con salsa soya y es un clásico favorito. El ‘Kimchi’ 

es el plato más popular de Corea, se hace con col chino, rábano chino, chile en polvo y pescado 

salado.  

한국의 대표 음식 

 

한국의 음식 중 외국인이 좋아하는 것은 ‘비빔밥’과 ‘불고기’, ‘김치’입니다. 비빔밥은 각종 

나물을 넣어 비벼 먹는 것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음식입니다. 불고기는 소고기에 

맛있는 간장 양념을 해 구워먹는 것으로 누구나 좋아합니다. 김치는 배추와 무에 

고춧가루와 젓갈 등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국의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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