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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 날자와 요일
(日期和星期)

발  음
 며칠입니까 → [며칠임니까]

 만납시다 → [만납씨다]

 가십시다 → [가십씨다] 

문  형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8월 18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문  법
 -았/었/였습니다, -겠습니다

 -와/과, -고, -서

 -지 않다/안-, -지 못하다/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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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음 (发音)  
 

  월요일 → [워료일], 목요일 → [모교일],

    일요일 → [이료일]

  만납시다 → [만납씨다]

  가십시다 → [가십씨다] 

2. 어휘 (词汇) 

1) 단어 및 표현 (词和词组) 

어제

오늘

래일

그제

모레

알리다

昨天

今天

明天

前天

后天

告诉

듣기

회화

시험

시험을 치다

후에

听力

会话

考试

考

以后

     무슨 요일입니까?

    星期几？

월요일(星期一) 목요일(星期四)

화요일(星期二) 금요일(星期五)

수요일(星期三) 일요일(星期日) 토요일(星期六)

휴식일(休息日)

① 《…은  …요일입니다》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用《…은 
…요일입니다》完成句子。)

오늘은 목 요일입니다.

어제는 요일이였습니다.

래일은 요일입니다.

어제는 요일이였습니다.

오늘은 토 요일입니다.

래일은 요일입니다.

4과   날자와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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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일은 수 요일입니다.

어제는 요일이였습니다.

모레는 요일입니다.

②  아래의 대화를 완성하시오. (完成对话。)

《                                                ?》  《래일은                                                  ?》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 래일은 휴식일입니다.》

《어제는                                    ?》       《                                                 ?》

《어제는                                     .》        《아닙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며칠입니까? (几号?)

1, 2, 3,  … + 일 

数词
固有词
数词

汉字词
数词

数词 数词
汉字词
数词

数词
固有词
数词

汉字词
数词

1 하나 일 11 열하나 십일 30 서른 삼십

2 둘 이 12 열둘 십이 40 마흔 사십

3 셋 삼 13 열셋 십삼 50 쉰 오십

4 넷 사 14 열넷 십사 60 예순 륙십

5 다섯 오 15 열다섯 십오 70 일흔 칠십

6 여섯 륙 16 열여섯 십륙 80 여든 팔십

7 일곱 칠 17 열일곱 십칠 90 아흔 구십

8 여덟 팔 18 열여덟 십팔 100 백 백

9 아홉 구 19 열아홉 십구 101 백하나 백일

10 열 십 20 스물 이십 102 백둘 백이

어제는 요일이였습니다.

그제는 요일이였습니다.

래일은 금 요일입니다.

날자와 요일    4과



102

조선어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什么是朝鲜语的固有词与汉字词?

朝鲜语的固有词是自古以来就有的，汉字词是借用

中国汉字而产生的。因此目前朝鲜语里有两个词语体

系。这种现象在数词体系中极为普遍。

③ 날자들을 세여봅시다. (한자어수사로) (用汉字词数词说一说日

期。) 

1일, 2일, 3일, …, 31일(일일, 이일, 삼일, …, 삼십일일) 

몇월입니까? (几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④ 열두달을 말해보시오. (한자어수사로) (用汉字词数词说一说月

份。) 
 1월, 2월, 3월, …, 12월(일월, 이월, 삼월, …, 십이월)

⑤ 다음의 대화를 완성하시오. (完成对话。)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오늘은    월   일입니다.》 

《그러니 어제는  월  일이였군요. 래일은  월  일

이고 모레는  이겠습니다.》

4과   날자와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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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례법 (语言礼节) 

만났을 때의 인사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그새 편안했습니까? 

헤여질 때의 인사

후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你好！

好久不见了。

过得好吗?

后会有期!

慢走!

再见!

∙ 《-ㄴ데요》:  这是向地位同等的人告诉一件事情时使  

用的终结词尾，会话色彩较浓。

∙ 《-구요》:  这是向地位同等的人提问时使用的终结

词尾，会话色彩较浓。

례: 《래일 조선어시험이 있습니다.》

    《래일 있다구요? 전혀 모르는데요.》

3. 문법 (语法)

《동무는 어제 무엇을 하였습니까?》

《대학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래일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래일은 일요일입니다. 집에서 휴식하겠습니다.》

- 昨天你做什么了？

- 在大学考试了。

- 明天做什么？

- 明天星期天，我在家休息。

날자와 요일    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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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间词尾《-았/었/였》表示过去的行动、状态和事实，而时间

词尾《-겠-》表示将来的行动、状态和事实，并要附着在终结

词尾《-ㅂ니다/습니다》的前边。

례:   나는 읽었습니다. (我念了。)  

    나는 읽겠습니다.(我要念。)    

① 다음의 단어들을 현재, 과거, 미래형으로 만드시오. (把下列词语改
成现在时、过去时、未来时。)

ㄱ) 보다(看): 봅니다 – 보았습니다 – 보겠습니다

밝다(亮):                                            

ㄴ) 하다(做): 합니다 – 하였습니다 – 하겠습니다

공부하다(学):                                        

ㄷ) 아프다(疼): 아픕니다 – 아팠습니다 – 아프겠습니다

고프다(饿):                                          

ㄹ) 치다(考): 칩니다 – 쳤습니다 – 치겠습니다

지다(背):                                          

ㅁ) 듣다(听): 듣습니다 – 들었습니다 – 듣겠습니다

묻다(问):                                           

ㅂ) 배우다(学习): 배웁니다 – 배웠습니다 – 배우겠습니다

다투다(吵架):                                        

ㅅ) 덥다(热): 덥습니다 – 더웠습니다 – 덥겠습니다

춥다(冷):                                            

ㅇ) 읽다(念): 읽습니다 – 읽었습니다 – 읽겠습니다

입다(穿):                                             

4과   날자와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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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ㅈ) 쓰다(写): 씁니다 – 썼습니다 – 쓰겠습니다

기쁘다(高兴):                                           

    날   ㅊ) 빠르다(快): 빠릅니다 – 빨랐습니다 – 빠르겠습니다

다르다(不同)                                              

    날   ㅋ) 푸르다(蓝): 푸릅니다 – 푸르렀습니다 – 푸르겠습니다

이르다(早)                                          

    날   ㅌ) 짓다(做): 짓습니다 – 지었습니다 – 짓겠습니다

잇다(接):                                            

    날   ㅍ) 돕다(帮): 돕습니다 – 도왔습니다 – 돕겠습니다

곱다(漂亮):                                              

    날   ㅎ) 누렇다(黄): 누렇습니다 – 누랬습니다 – 누렇겠습니다

하얗다(白):                                             

② 다음의 대화들을 본보기대로 완성하시오. (模仿例句完成对话。)

ㄱ) 다니다: 《동무는 조선에서 어느 대학에 다녔습니까?》

            《저는 조선에서 종합대학을 다녔습니다.》

ㄴ) 배우다: 《동무는 조선어를 어디에서                       ?》

                                                             

ㄷ) 쓰다: 《어제 동무는 무엇을                               ?》

                                                              

ㄹ) 치다: 《어제 동무들은 무슨 시험을                        ?》

                                                             

ㅁ) 공부하다: 《학생들은 수업후에 어디에서                   ?》

                                                             

날자와 요일    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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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앞으로》라는 단어를 리용하여 ②의 대화들을 변경시키시오. (用
《앞으로(将来)》改写②的对话。)

ㄱ) 다니다: 《동무는 앞으로 조선에서 어느 대학에 다니겠습니까?》

《저는 종합대학에 다니겠습니다.》

ㄴ) 배우다:                                                    

                                                               

ㄷ) 쓰다:                                                       

                                                                

ㄹ) 치다:                                                       

                                                               

ㅁ) 공부하다:                                                   

                                                  

목요일과(和) 금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和) 아버지가 왔습니다.

나는 친구와(跟)  평양에 갑니다.

 星期四和星期五有考试。
 妈妈和爸爸来了。
 我跟朋友去平壤。

④ 토 《-와/과》를 리용하여 대화들을 완성하시오. (用《-와/과》完
成对话。)

ㄱ)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친구       극장에 갔습니다.》

ㄴ) 《언제 시험이 있습니까?》 《3일        일에 있습니다.》

ㄷ) 《누구와 함께 조선에 갑니까?》 《동생       갑니다.》

4과   날자와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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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래일 어디에 갑니까?》 《래일은 개선문      주체사상탑에 

갑니다.》

ㅁ)《지금 누구와 함께 삽니까?》《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나      삽니다.》

어머니는 저녁밥을 짓고 아버지는 신문을 읽습니다.

영수와 철이는 집에 가서 과제를 하였습니다. 

         妈妈做晚饭，爸爸看报纸。
         永洙和哲浩回家做了作业。

连接词尾《-고》和《-서》连接句子。词尾《-고》连接

两个并列关系的句子，而词尾《-서》连接两个承接关系的

句子。

⑤ 《-고》와 《-서》를 리용하여 다음의 문장들을 합하시오. (用《-고》
和《-서》合并下列句子。)

ㄱ) 나는 책을 읽습니다. 동생은 TV를 봅니다. ⇒

                        나는 책을 읽고 동생은 TV를 봅니다. 

ㄴ) 누나는 편지를 씁니다. 형은 운동을 합니다. ⇒

                                                              

ㄷ)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영수동무를 소개하였

    습니다. ⇒

                                                              

ㄹ) 영철이가 학교에 늦었습니다. 선생님은 영철이를 추궁하였습니다. ⇒

                                                              

ㅁ) 배가 아팠습니다. 옥이는 병원에 갔습니다. ⇒ 

                                                              

날자와 요일    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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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 철호는 공부를  

안합니다.

철호는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 철호는 공부를 

못합니다.

    哲浩不学习。

    哲浩学习不好。

《-지 않다/안-》表示与行动主体的意图不相符的行动或状

态，而《-지 못하다/못-》表示受到客观条件的影响而不能

进行的行动或状态。

⑥ 《-지 않다 / 안-》을 리용하여 물음에 대답하시오. (用《-지 않다 
/ 안-》回答问题。)

ㄱ) 거기에 택시가 갑니까? 아니요. 택시는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안갑니다.

ㄴ) 누나가 신문을 읽습니까?                                      

ㄷ) 저 꽃이 곱습니까?                                            

ㄹ) 아버지가 사과를 좋아합니까?                                   

ㅁ) 처녀의 키가 큽니까?                                          

ㅂ) 오늘 동생이 옵니까?                                          

ㅅ) 지금 머리가 아픕니까?                                        

⑦  《-지 못하다 / 못-》을 리용하여 물음에 대답하시오. (用《-지 못하다 
/ 못-》回答问题。)

동무는 시험을 칩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치지 못합니다/시험을 못칩니다. 

어머니가 자전거를 탑니까?                                        

동무는 담배를 피웁니까?                                          

동무는 피아노를 칩니까?                                           

4과   날자와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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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버지가 옵니까?                                             

4. 언어실천  (语言实践)

① 대화를 읽으시오. (朗读对话。)   
철호: 오늘은 며칠입니까?

순희: 오늘은 3월 15일입니다. 

철호: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순희: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래일 조선어시험이 있습니다. 알고있습니까?

철호: 시험이 있다구요? 전 전혀 모르는데요.

순희: 아직 모르고있습니까? 래일은 듣기시험을 치고 모레는 회화시험을

 칩니다. 

철호: 그제 읽기시험을 쳤는데… 또 시험이 있습니까?

순희: 예, 어제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철호: 아니, 저는 어제 대학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험을 친다구요?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순희: 래일까지 아직 하루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호: 예, 안했습니다.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후에 다시 만납시다! 

순희: 안녕히 가십시오. 

날자와 요일    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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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호와 순희네 학급의 시험일정표를 완성하시오. (完成哲浩和顺姬

他们班的考试日程表。)

3월

요 

일
화 수 목 토

날 

자
 14일 16일 18일

과 

목
읽기읽기 회화회화

③ 다음의 문장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긍정(○) 또는 부정

(×)하시오. (判断下列句子对不对，对的画○，错的画×。)

ㄱ) 수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ㄴ) 철호는 시험일정을 잘 모릅니다. 

ㄷ) 순희는 시험일정을 알고있습니다. 

ㄹ) 철호는 매일 대학에 나옵니다. 

ㅁ) 철호는 듣기시험과 회화시험을 다 쳤습니다. 

ㅂ) 철호는 매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ㅅ) 철호는 공부를 다했습니다.

④ 평양참관일정표입니다. 일정계획을 말해보시오. (下面是平壤参观

日程表，说一说日程安排。)

参观地点

월(1일)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화(2일) 과학기술전당

수(3일) 개선문, 창전거리

목(4일) 려명거리, 경루동, 송신, 송화지구

금(5일) 미래과학자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토(6일) 평양산원, 옥류아동병원

4과   날자와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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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합시다!          

조선어어음변화규칙 몇가지(2)
(几项朝鲜语语音变化规律)

         时间词尾《-았》, 《-었》, 《-였》表示过去的行动或者状态，这

些词尾跟表示行动或状态的词语组合时遵照如下规律。这规则也

适用于《-아/어/여보인다》, 《-아/어/여주다》和《-아/어/여보다》等词语

的组合。  
 

词尾 母音 原型 组合形式

《-았》 ㅏ, ㅑ, ㅗ

찾다

얇다

보다

찾았다

얇았다

보았다

《-였》
ㅣ, ㅐ, ㅔ, 

ㅚ, ㅟ, ㅢ

지다

세다

쥐다

재다

되다

희다

지였다

세였다

쥐였다

재였다

되였다

희였다

《-었》 기 타

벗다

열다

두다

싶다

  만들다

벗었다

열었다

두었다

싶었다

  만들었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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