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9 

    약속 

      Cita 

9-2 연휴에는 복잡하니까 미리 기차표를 예매하세요. 

Es complicado en los días feriados así que reserve antes el 

boleto del tren. 
 

▍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1. 약속 관련 어휘를 배운다. 

2. ‘―(으)니까’와 명령의 ‘― (으)세요’를 배운다. 

3. 약속 정하기 대화를 할 수 있다. 

4. 한국의 철도 교통에 대해 이해한다. 

1. Aprenda palabras relacionadas con las citas. 

2. Aprenda ‘―(으)니까’ y ‘―(으)세요’. 

3. Sera capaz de hacer una cita. 

4. Comprenda el sistema ferroviario de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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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logo: Haciendo citas 2 

9-2 

김유미: 금요일이 공휴일이니까 가족 여행 갈까요? 

이재훈: 아, 그래요? 어디가 좋을까요? 

김유미: 음, 경주 어때요? 

이재훈: 좋아요. 연휴에는 복잡하니까 미리 기차표를 

예매하세요. 

Umi: Desde el viernes es feriado, ¿Podríamos ir en viaje familiar? 

Jaehoon: Seguro. ¿Dónde te gustaría ir? 

Yumi: Mmm, ¿qué tal Kyungju? 

Jaehoon: Me gusta, pero es complicado en los días feriados así que reservemos antes los 

boletos del t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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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보세요 

1. 두 사람은 왜 금요일에 여행을 갈 거예요? ( 

① 금요일이 생일이에요. 

③ 금요일부터 휴가예요. 

2. 가족 여행은 어디로, 어떻게 가요? ( 

① 공주, 기차 ② 경주, 기차 

) 

②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④ 금요일부터 방학이에요. 

) 

③ 공주, 고속버스 ④ 경주, 고속버스 

▍ 어휘 Vocabulario 9-2 

공휴일 

Feriado nacional 

가족 여행 

Viaje familiar 

연휴 

Días feriados 

consecutivos 

미리 

Con anticipación 

기차표 

Boleto de tren 

예매하다 

    Compra antici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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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___(으)니까 

(동사의 뒤에 붙어)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한다. 

받침 ○ → ―으니까 

좋다 

먹다 

좋으니까 

먹으니까 

받침 × → ―니까 

예쁘다 

공부하다 

예쁘니까 

공부하니까 

(Adherido al final del verbo) Esto se usa al señalar una razón. 

∙ 연휴에는 복잡하니까 미리 기차표를 예매하세요. 

∙ 피곤하니까 좀 쉴까요? 

∙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만나요. 

9-2 

2. _____________(으)세요. 

(동작동사의 뒤에 붙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할 때 

사용한다. 
받침 

입다 

닫다 

○ → ― 으세요 

입으세요 

닫으세요 

받침 

일어나다 

공부하다 

× → ― 세요 

일어나세요 

공부하세요 

(Adherido al final del verbo) Esto se utiliza cuando se dan instrucciones al oyente para que haga 

alguna cosa. 

∙ 연휴에는 복잡하니까 미리 기차표를 예매하세요. 

∙ 빨리 말하세요. 

∙ 의자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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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플러스 Vocabulario adicional 

약속 

약속을 변경하다 

       Cambiar de cita 

� 약속을 변경하고 

싶어요. 

9-2 

약속을 취소하다 

       Cancelar la cita 

� 내일 약속을 

 취소했어요. 

                            � 3시로 

약속을 

                             

미루었어요.  

약속을 미루다  
Posponer una cita 

약속을 지키다 

Mantener una promesa 

� 리에 씨는 약속을 

 잘 지키세요. 

약속을 안 지키다 

Romper una promesa 

� 제임스 씨는  

약속을 항상 안 

지켜요. 

약속을 정하다 

          Elegir cita 

� 약속을 언제로 

정했어요? 

약속을 잊다 

       Olvidar la cita 

� 중요한 약속이니까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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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Cultura coreana 

9-2 

Sistema ferroviario coreano 

 

En Corea, el sistema ferroviario se extiende por todo el país. Por lo tanto es conveniente pasar de una 

hacia la otra. Al ir a la página web de KORAIL (Ferrocarril de Corea) se puede comprobar los 

nombres de estación, horario de los trenes y sus tarifas, así como reservar boletos. 

한국의 철도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철도가 잘 연결되어,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 홈페이지(http://www.korail.com)에 

들어가면 기차역명, 열차시각, 요금 등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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