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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0분에 점심을 먹어요
I have lunch at 12:30pm

수  루 투안 씨, 지금 뭐 해요?
 Tuan, what are you doing now?

투  안 텔레비전을 봐요.
 I’m watching TV.

 수루 씨는 뭐 해요?
 What about you?

수  루 저는 지금 요리해요.
 I’m cooking.

대화 1

8

학습 목표 일과 시간 묻고 대답하기
 To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daily routine and time

문        법 -아요/어요, 에(시간) 
어        휘 일과 The daily routine, 시간 The time 

정보ㆍ문화 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Let’s get to work 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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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1 일과 The daily routine

문법 1 -아요/어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거나 질문할 때 사용한다. 

동사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아요

‘ㅏ, ㅗ’가 아닐 때: -어요

‘하다’가 있을 때: -해요

1) 가: 지금 뭐 해요?

나: 텔레비전을 봐요.

2) 가: 지금 뭐 해요?

나: 커피를 마셔요.

3) 가: 지금 운동해요?

나: 아니요. 저녁을 먹어요.

일어나다 씻다 아침을 먹다 회사에 가다
to get up to wash to have breakfast to go to work

일하다 쉬다 점심을 먹다 집에 오다
to work to take a rest to have lunch to come home

장을 보다 요리하다 저녁을 먹다 커피를 마시다
to go grocery shopping to cook to have dinner to drink coff ee

운동하다 텔레비전을 보다 전화하다 자다
to work out to watch  television to call to sleep

-아요/어요 is the verbal and adjectival conjugation. It is used to make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statements for an action or a state.
-아요 is added when the fi nal vowel of a verb or an adjective stem is ㅏ 
or ㅗ, while -어요 is added when the fi nal vowel of a verb or an adjective 
stem is a vowel other than ㅏ or ㅗ.
If a verb or an adjective ends with 하다, 하다 is changed to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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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1

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s, complete the conversations.

보기
가: 지금 뭐 해요?

나: 씻어요.

1.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하세요. Match pictures to the corresponding words.

①     ㉠

②     ㉡

③     ㉢

④     ㉣

자다

운동하다

요리하다

점심을 먹다

씻다

1)

2)

3)

4)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나: .

가: 지금 뭐 해요?                         

나: .

텔레비전을 보다

커피를 마시다

일하다

운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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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

투  안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리  한 11시예요.
 It’s 11 o’clock.

투  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What time do you have lunch?

리  한 12시 30분에 먹어요.
 I have lunch at 12:30.

○시  ○분Tip

○시

01:00 1시 한 시

02:00 2시 두 시

03:00 3시 세 시

04:00 4시 네 시

05:00 5시 다섯 시

06:00 6시 여섯 시

07:00 7시 일곱 시

08:00 8시 여덟 시

09:00 9시 아홉 시

10:00 10시 열 시

11:00 11시 열한 시

12:00 12시 열두 시

○분

00:01 1분 일 분

00:02 2분 이 분

00:03 3분 삼 분

00:04 4분 사 분

00:05 5분 오 분

00:06 6분 육 분

00:07 7분 칠 분

00:08 8분 팔 분

00:09 9분 구 분

00:10 10분 십 분

00:20 20분 이십 분

00:30 30분 삼십 분

00:40 40분 사십 분

00:50 50분 오십 분

※1시간=60(육십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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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2 시간 The time

문법 2 에

시간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나타낸다. ‘언제, 지금, 오늘, 어제, 내일’ 등의 명

사 다음에는 ‘에’가 붙지 않는다.

1) 가: 몇 시에 자요?

나: 열 시에 자요.

2) 가: 언제 운동해요?

나: 아침에 운동해요.

3) 가: 오늘 운동해요?

나: 아니요,  내일 아침에 해요.

지금 오늘 어제 내일
now today yesterday tomorrow

오전 오후 낮 밤

새벽 아침 점심 저녁

morning/A.M. afternoon/P.M. daytime night

dawn morning noon evening

에 is attached to a time noun, is used to 
indicate the time when something takes 
place. When, now, today, yesterday or 
tomorrow is not followed by the time 
marker,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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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하세요. Following the example, complete the conversations.

연습 2

보기
지금은 밤입니다.        (  X  )

1.  <보기>처럼 시계를 보고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시하세요. 
Draw O if the statement is correct, and X if it is wrong.

1)

2)

3)

4)

지금은 아침입니다.                (         )

지금은 오후입니다.                (         )

지금은 한 시입니다.               (         )

지금은 오전 열 시입니다.        (         )

보기 가: 언제 운동해요?

나: 아침에 운동해요.

1)

2)

3)

4)

가: 언제 운동해요?                        

나: .

가: 언제 커피를 마셔요?                       

나: .

가: 몇 시에 저녁을 먹어요?                        

나: .

가: 몇 시에 자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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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활동

몇 시에 무엇을 해요? <보기>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What time do you do the following activities? Following the example, make your own daily routine.

가:  몇 시에 일어나요?

나:  7시에 일어나요.

일과 시간

1 일어나다

2 아침을 먹다

3 점심을 먹다

4 저녁을 먹다

5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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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출근 시간을 지킵시다 Let’s get to work on time

출근 시간 10분 전에는 직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이 9시라면 8시 50분쯤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It is recommended that you get to work 10 minutes early. If your work starts at 9 o’clock, you should arrive there by 
8:50, so that you can prepare for work.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9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점심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먹습니다. 

퇴근은 대부분 6시에 하지만,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ost offi  ce workers start to work at 9:00 a.m. Lunch breaks are usually between noon and 1:00 p.m. People usually leave 
work around 6:00 p.m., but sometimes you might need to work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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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듣기

[1~3]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①  06:00 ②  07:00 ③   08:00 ④  09:00

2.  ①  10:40 ②  11:30 ③  12:40 ④  01:30

3.  ①  03:15 A.M.  ②  03:25 P.M. ③  04:15 P.M. ④  04:25 P.M.

[4~5]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  ① 씻어요. ② 회사예요. 

 ③ 오늘이에요. ④ 오전 10시예요.

5.  ① 오늘 먹어요. ② 많이 먹어요. 

 ③ 아침을 먹어요. ④ 12시에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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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읽기

[1~3]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1.  ① 자요. ② 와요. 

 ③ 일어나요. ④ 운동해요.

2.  ① 쉬어요. ② 전화해요. 

 ③ 회사에 가요. ④ 아침을 먹어요.

3.  ① 장을 봐요. ② 커피를 마셔요 .

 ③ 저녁을 먹어요. ④ 텔레비전을 봐요.

[4~5]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 가: 지금   시예요?

 나: 오후 두 시예요. 

① 몇  ② 왜  ③ 누구 ④ 무슨

5. 가:  운동해요?

 나: 아침에 운동해요.

① 어디          ② 언제          ③ 무엇         ④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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