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8 

    주말 

Fin de semana 

8-1 내일 시간 있어요? 

¿Tiene tiempo mañana? 

▍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1. 주말 활동 관련 어휘 배운다. 

2. „―고‟ 와 „―고 싶다‟를 배운다. 

3. 시간의 순차와 자신의 희망을 말할 수 

있다. 4. 한국의 영화를 이해한다. 

1. Aprenda palabras relacionadas con las actividades de fin de semana  

2.Aprenda „―고‟ y „―고 싶다‟. 

3. Ser capaz de hablar sobre el orden del tiempo y las esperanzas de uno. 

4. Comprenda las películas core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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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logo: Expresando deseos 

8-1 

이준수: 내일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박혜진: 미안해요. 수업이 끝나고 약속이 있어요. 

이준수: 아, 그럼 주말은 어때요? 

박혜진 : 네, 좋아요. 

Junsu: ¿Tiene tiempo mañana? Me gustaría que veamos una película juntos.  

Hyejin: Lo siento, mañana tengo un compromiso después de clases.  

Junsu: Ah, Entonces ¿Que tal el fin de semana? 

Hyejin: Sí. Está 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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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보세요 

1. 준수 씨는 혜진 씨와 무엇을 하고 싶어 해요? ( 

① 여행 ② 영화 ③ 공부 ④ 등산 

) 

④ 월요일 

) 

2. 혜진 씨는 언제 시간이 있어요? ( 

① 내일 ② 주말 ③ 금요일 

▍ 어휘 Vocabulario 

8-1 

시간 

 Tiempo 

영화 

Película 

약속 

[약쏙] 
 Promesa/Compromiso 

주말 

 Fin de se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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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___고 _____________ . 

(동작동사의 뒤에 붙어) 시간적인 순차에 따른 행동을 말할 때 

사용한다. 
과거를 나타내는 „―었―‟와는 쓰이지 않는다. 

저녁을 먹었고 커피를 마셨어요(X)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Adherido al final del verbo) Esto se utiliza cuando señalamos eventos que sucedieron en  

orden. 

La marcador de pasado „―었―‟no se utiliza. 

8-1 

∙ 수업이 끝나고 약속이 있어요. 

∙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 영화를 보고 쇼핑을 했어요. 

2. _____________고 싶어요. 

(동작동사의 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다. 

주어에 2인칭이나 3인칭이 올 때는 „―고 싶어 하다‟를 쓴다. 

(Adherido al final del verbo) Esto se utiliza para indicar lo que quiere el hablante. 

Cuando el sujeto es la Segundo o tercera persona, „―고 싶어 하다‟ es utilizado. 

∙ 영화를 보고 싶어요. 

∙ 저는 CUK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 제 동생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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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플러스 Vocabulario adicional 

여가 활동/Actividades 

영화를 보다 

  Ver una película 
� 친구와 영화를 

봅니다. 

8-1 

집에서 쉬다 

Descansar en casa 

� 일요일에는 보통 

집에서 

 쉽니다. 

쇼핑을 하다 

 Hacer compras 
� 주말에 쇼핑을 

할까요? 

책을 읽다 

 Leer un libro 
�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운동을 하다 

Hacer ejercicio 
� 날마다 운동을 

해요. 

등산을 가다 

  Hacer 

montañismo 

� 등산을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다 

Ir de viaje 
� 여행을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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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Cultura coreana 

8-1 

Películas coreanas 

 

Los coreanos disfrutan viendo películas y muchas personas van a las salas de cine. 

Varios festivales de cine se celebran en Corea como el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de Pusan”, el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fantástico de Puchon”, y el „Festival de cine internacional de la 

mujer en Seúl‟. Muchas películas coreanas también reciben premios en prestigiosos festivales 

internacionales de cine. 

Las grandes salas de cine no solo se encuentran en Seúl, también en toda Corea. Por lo tanto, los 

espectadores pueden ver las mismas películas en cualquier lugar de Corea. 

 
한국의 영화 

 

한국인은 영화 보기를 좋아하여, 많은 사람이 극장에 갑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여성영화제 등 다양한 국제영화제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는 외국의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영화관들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지역 상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를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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