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9 

     약속 

       Cita 

9-1 어디에서 만날까요? 

¿Dónde nos encontramos? 

▍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1. 약속 관련 어휘를 배운다. 

2. ‘― (으)ㄹ까요?’와 ‘― 어요’를 배운다. 

3. 약속 정하기 대화를 할 수 있다. 

4. 한국인의 생일에 대해 이해한다. 

1. Aprenda palabras relacionadas con las citas. 

2. Aprenda ‘―(으)ㄹ까요?’ y ‘―어요’. 

3. Sera capaz de hacer una cita. 

4. Comprenda los cumpleaños en 

Corea. 



9 
약속 
Cita 9-1 어디에서 만날까요? ¿Dónde nos encontramos? 

▍ Dialogo : Haciendo una cita. 

9-1 

김유미: 영선 씨, 내일 저녁에 지호네 생일 파티에 가요? 

조영선: 네. 저도 갈 거예요. 6시쯤 만나서 같이 갈까요? 

김유미: 그래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조영선: CUK 백화점 앞에서 만나요. 

Yumi: ¿Youngsun, iras mañana en la noche a la fiesta de cumpleaños de Jiho? 

Youngsun: Si, iré. ¿Vamos juntas? Nos podemos encontrar alrededor de las 6. 

Yumi: Si, ¿Dónde nos encontramos? 

Youngsun: Encontrémonos en frente de la gran tienda por departamentos 

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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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Cita 9-1 어디에서 만날까요? ¿Dónde nos encontramos? 

▍ 대답해 보세요 

1. 두 사람은 내일 뭐 할 거예요? ( 

① 쇼핑할 거예요. 

③ 생일 파티에 갈 거예요. 

) 

② 친구를 만날 거예요. 

④ 같이 저녁 식사할 거예요. 

) 2. 두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만나요? ( 

① 5시, 지호네 집 

③ 5시, CUK 백화점 앞 

② 6시, 지호네 집 

④ 6시, CUK 백화점 앞 

9-1 

▍ 어휘 Vocabulario 

저녁(시간) 

Noche 

(지호)네 

Casa de (Jiho) 

생일 파티 

Fiesta de 

cumpleaños 

같이 

  Juntos 

백화점 

[배콰점] 
Tienda por 

departame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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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Cita 9-1 어디에서 만날까요? ¿Dónde nos encontramos? 

▍ 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___(으)ㄹ까요? 

(동작동사 뒤에 붙어) 상대방의 생각을 물으면서 함께 할 것을 제안할 때 사용한다. 

(Adherido al final del verbo) Esto se utiliza cuando se pide la opinión del oyente sobre una acción  

y si le gustaría hacer esa acción juntos. 

∙ 6시쯤 만나서 갈이 갈까요? 

∙ 같이 저녁을 먹을까요? 

∙ 같이 산책을 할까요? 

9-1 

2. _____________어요 / 아요. 

(동작동사 뒤에 붙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말할 때 사용한다. 

(Adherido al final del verbo) Esto se utiliza cuando se le dice al oyente para hacer algo  

juntos. 

∙ 백화점에서 앞에서 만나요. 

∙ 일요일에 같이 미술관에 가요. 

∙ 이따가 같이 점심을 먹어요. 

∙ 오후에 같이 산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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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속 
Cita 9-1 어디에서 만날까요? ¿Dónde nos encontramos? 

▍ 어휘 플러스 Vocabulario adicional 

행사 

약속 시간 

Hora de la cita 
� 약속 시간이 몇 

시예요? 

약속 장소 

 Lugar de la cita 
� 약속 장소를 

몰라요. 

9-1 

생일 파티 

Fiesta de 

cumpleaños 

� 내일 제임스 씨 

생일 

 파티가 있어요. 

졸업 파티 

Fiesta de graduación 
� 졸업 파티가 

언제예요? 

집들이 

Estreno de una casa 
� 집들이에 같이 

가요. 

돌잔치 
Primera fiesta de  

cumpleaños 

� 돌잔치를 어디에서 

해요? 

환영회 

Fiesta de bienvenida 
� 어제 신입생 

환영회를 했어요. 

송별회 

Fiesta de despedida 

� 금요일에 리에 씨 

 송별회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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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Cita 9-1 어디에서 만날까요? ¿Dónde nos encontramos? 

▍ 한국문화 Cultura coreana 

9-1 

Cumpleaños coreanos 

Los coreanos pasan sus cumpleaños con amigos y familiares. 

En los cumpleaños especiales, una gran fiesta se organiza. 

Cuando un bebe tienen 100 días de nacido, una fiesta de 100 días conocida como Baekil-janchi es 

realizada y en el primer cumpleaños de un bebe se realiza una fiesta conocida como Dol-janchi. 

En el cumpleaños 60, los hijos del cumpleañero organizan una fiesta conocida como 

Hwangap-janchi y en el cumpleaños 70, los hijos dan una fiesta conocida como Gohui-janchi.  

한국인의 생일 

 

한국인이 생일을 맞으면 가족과 친지가 축하해 줍니다. 그중 특별한 생일에는 잔치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백일잔치를,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부모가 만 60세가 되는 해에는 환갑잔치를, 70세가 되는 때에는 고희잔치를 자식들이 

열어 축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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