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Alfabeto y acentuación

나의 가벼운 스페인어 A1

주 차별 커리큘럼 A1 입문
주차

주제

Semana 1

알파벳 발음과 강세 Alfabeto y acentuación

Semana 2

소개하기 Presentación

Semana 3

Día 1 어휘

Día 2 문법

Día 3 표현

Día 4 대화

Día 5 문화

알파벳과 발음

강세

인사하기
이름 묻고 답하기
작별 인사하기

알고 있으면 쓸모 있는
회화 표현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인사 문화 (1)

국가명과 국적 형용사
형용사의 성

인칭대명사 ser, hablar, llamarse 동사
묻고 대답하기 (부정하기) Sí, no
접속사 y, o, pero

소개하기
인사하기
정도 말하기

인사하기
이름 묻고 답하기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인사 문화 (2)

나의 가족 Mi familia

가족관련 어휘
숫자 (0-10)
형용사의 정도

명사, 형용사의 복수
전치사 de

소유격 (전치형)
Tener 동사의 현재 직설 변화

상대방과 친해지기
국적 묻고 대답하기
사람 묘사하기

가족 관련 대화문

스페인 왕가

Semana 4

도시에서 En la ciudad

장소관련 어휘
명사의 성
숫자 (10-31)

정관사
전치사 en

Estar와 Vivir 동사의 현재 직설 변화
Ser와 Estar 동사 비교

이해 표현하기
전화로 말하기

전화 통화 대화

스페인에서 전화 사용

Semana 5

계획 Planes

교통수단관련 어휘 부정관사 (un/una/unos/unas)
시간 말하기
전치사 a / a+el / de+el
시간부사

감사 표현하기
사과하기

시간 묻고 대답하기
계획 묻고 대답하기

스페인 식사 시간

Semana 6

신체&기분 상태 말하기 Estados físicos y mentales

Ir 동사
Antes de inf.
Después de inf.

신체, 감정 상태 남자, 여자 (Hombres y mujeres)
사람, 사람들 (Personas y gente)
숫자 100까지

매우/충분히/조금 ~하다: 정도 말하기 Tener que + inf.: ~를 해야 한다
Por qué y porque: 왜/왜냐하면 ~하기 때문이야.
가정의 Si: 만약 ~한다면

감탄사
A ver si: ~하는지 보자(희망, 소망 표현)
걱정 표현 및 의견 말하기

아픈 상대방을
걱정하는 대화문

스페인식 기분 표현법

Semana 7

일&직업 말하기 Trabajo y profesiones

일&직업 관련 어휘
요일 말하기
빈도 부사

현재 직설 규칙 변화 동사
전치사 con Venir 현재 직설 변화
1인칭 단수 불규칙 동사 예시 Hay 동사

초대, 제안하고 수락하기
약속 정하기
작별 인사 방법

직업 묻고 대답하기

스페인의 고용 상황

Semana 8

너의 부모님은 어떠셔? ¿Cómo son tus padres?

색깔&옷 관련 어휘

형용사의 위치
지시사
명사의 생략

칭찬하기
의견 묻고 의견 말하기
강의어 tan + 형용사

신체 묘사하는 대화문

스페인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나요?

Semana 9

비행기에서 En el avión

음식&음료수 및 개인정보 관련 어휘
Querer, dar, dejar, prestar, regalar, devolver 동사
전치사 para, sin

전치사 + 인칭대명사 간접 목적격 대명사
유생물 목적어와 전치사 a 현재 직설 불규칙 동사: e→ie 어간 변화
접속사 y 와 인칭대명사

희망 사항 표현하기
잘 못 알아들었을 때

기내식 주문하기
입국장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무슨 음료를 마시나요?

Semana 10

여가 시간 El tiempo libre (Gustos y hobbies)

Jugar/Hacer/Tocar
1인칭 단수(Yo) 현재 직설 불규칙 변화 동사
Hobbies 취미 Saber/Conocer

동의/불일치/거절 표현
격려하기

취향과 취미에 대해
묻고 의견 말하기

스페인 사람들의 여가 생활

Semana 11

시간, 날씨, 계절 말하기 Hablando del tiempo

감정 동사(역구조 동사) Gustar, encantar, interesar, aburrir
간접 목적격 대명사 좋아함의 정도
동의하기 (También/Tampoco)

시간, 날씨, 계절관련 어휘

수량 형용사 부정사
복합 부정
지속 기간 말하기: Llevar + 기간 (~째이다)

확실, 불확실 말하기
Sí o si 불쾌감 표현
Ya와 Pues

날씨에 대한 대화문

날씨에 대해 말하기

Semana 12

개인 용품 말하기 Objetos personales

현재 직설 불규칙 동사 (어간 o→ue 동사)
Estar, ser, haber 동사로 장소, 위치 말하기
Hay que + infinitivo ~해야 한다

부탁하기
허락 구하기, 허락하기
Bueno 와 A ver

주머니에 있는 물건 말하기
건물 위치 말하기

스페인은 안전한 나라인가?

Semana 13

집 La casa

개인 용품 관련 어휘
위치 부사와 전치사
Oír 와 decir
집 관련 어휘
물건들의 위치

직접 목적격 대명사
후치형 소유격
여기, 거기, 저기

집에 초대받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

집에 관해 말하기
커피 초대하기

스페인의 집

Semana 14

호텔에서 En el hotel

호텔관련 어휘
숫자 (100~)
서수 (1°~10°)

의문사

가격관련 표현

호텔에서

스페인의 숙박

Semana 15

집안일 Las tareas de la casa

Ordenar과 Recoger
청소와 집안일 관련 어휘

전치사 desde, hasta, a partir de
~안 한지 ~만큼 되었다/~째이다
감정 동사의 다른 표현법

놀라움, 의심 표현
무관심 표현
필요 표현

집안일과 청소관련 대화문

집 청소

Semana 16

위생 청결 La higiene

개인 위생관련 어휘
시간이 걸리다: Tardar + tiempo + en + inf.
일상 및 기분 관련 어휘

재귀동사와 재귀대명사
일상 및 습관 말하기: Soler + inf.

의문문에 대답하기
부탁이나 제안할 때
잊어버리다/생각나다 (Olvidarse/acordarse)

개인 위생과 일상관련 대화문

스페인 사람들이
꾸미는 방법

Semana 17

질병과 신체 Enfermedades y partes del cuerpo

신체 부위와 질병관련 어휘

Doler/Picar 동사
이유, 결과 접속사

아플 때 표현
고통 표현하기

감기 걸렸을 때 대화문
신체 묘사하기

스페인의 의료 시스템

Semana 18

A1 입문 완성

A1 문법 완성

현재 직설 동사 규칙 변화

현재 직설 동사 불규칙 변화

숫자

셀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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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별 커리큘럼 A2
주차

주제

Semana 19

레스토랑에서 &O FM SFTUBVSBOUF

Semana 20

시장에서 &O FM NFSDBEP

Semana 21

쇼핑을 가요. 7BNPT EFDPNQSBT

Semana 22

나 오늘 8시에 일어났어요. .F IF MFWBOUBEP B MBT PDIP

Semana 23

%¬B펂

%¬B줆쩣

%¬B

%¬B샎

%¬B줆

메뉴 관련 어휘
스페인 식당에서 쓰는 어휘 및 표현
음식 맛 말하기

현재 직설 불규칙 변화 동사 (어간 e→i)
T¹ 또는 usted

스페인 바와 레스토랑에서 주문하기
레스토랑 예약하기
음식 주문하기

메뉴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주문하는 대화문

스페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식자재 관련 어휘 음식 종류와 단위
가격 관련 어휘 및 표현
장볼 때 사용하는 동사

현재 직설 불규칙 변화 동사 (어간 o→ue)
정도를 나타내는 한정사
지시사

슈퍼마켓과 시장에서 사용하는 표현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는 대화문
시장에서 점원과의 대화문

스페인 시장

의류 관련 어휘
사이즈와 스타일
옷과 관련 있는 동사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격 대명사와 간접 목적격 대명사
문장 내 목적격 대명사의 위치 가산명사와 불가산 명사

매장에서 사용하는표현
칭찬할 때 사용하는 표현
칭찬에 응답할 때 사용하는 표현

점원과의 대화문
- 사이즈 문의, 색상 문의,
계산할 때

어디서 쇼핑을 하나요?

일상 행동 관련 어휘
복합동사: hacer + 명사 하루일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기

과거 분사
Estar + 과거 분사
현재 완료의 형태 및 사용

사과하기/용서 구하기
사과 받아들이기/용서하기
사과 받아들이지 않기/꾸짖기

오늘 아침에 한 일에 대한 대화문
일상 대화문

스페인 사람들의 삶의 리듬

건강한 생활 -B WJEB TBOB

건강한 생활 관련 어휘
빈도
지속 기간

현재 직설 불규칙 변화 동사 (어간 e→ie)
역구조 및 일반구조의 감정 동사
동의하기 / 동의하지 않기 이중 부정

조언하기
일반적인 조언 표현

건강에 대한 대화문

스페인에서의 스포츠

Semana 24

여가 시간 &M UJFNQP MJCSF

여가 시간, 취미, 스포츠와 운동 관련 어휘 및 표현
~한 시간을 보내다
오다, 도착하다, 가져오다, 가지고 가다, 알다
(venir, llegar, traer, llevar, saber, conocer)

비교급과 동사표현
동사구

전화 통화하기
초대/제안하기와 승낙/거절하기
약속잡기

전화 통화로 하는 대화문

스페인의 여가생활

Semana 25

도시를 산책해요. 1BTFBNPT QPS MB DJVEBE

도시 관련 어휘
전치사 de, a, en, hacia, desde, hasta, por
숫자 (서수) 교통수단과 관련있는 동사와 전치사 사용
estar 동사 표현

Estar, ser, hay를 활용해서 위치, 장소 말하기
비교급과 최상급
Lo + 형용사/최상급 수동의 se

길 물어보기 주위를 집중시키기
대중 교통 사용 방법 알려주기
길 설명하기 – 지시하기

위치 물어보는 대화문
길 물어보는 대화문

스페인의 대중 교통

Semana 26

월세 구하기 "MRVJMBS VOB WJWJFOEB

집, 주거 관련 어휘
주거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동사
주거 종류

직접, 간접 목적격 대명사 함께 사용하기
긍정 명령법(1)
명령형의 사용

월세 구할 때 알아야 하는 것
월세 보러 갔을 때
주소 쓰는 방법

집 묘사하는 대화문

임대 혹은 공유, 개인 경험
말하기

Semana 27

예전에 스페인어를 못 했었어. "OUFT OP IBCMBCB FTQB°PM

직업, 직장 관련 어휘
직장인, 직장 생활 관련 동사

불완료 과거 시제 동사 변화 및 사용법
복합 의문: 전치사+의문사 사용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동급 표현

불평하기 위로하기
~라고 밝혀지다, ~로 되었다
반가움 표현하기

직장 생활에 대한 대화문

최근 10년동안 스페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Semana 28

어제 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ZFSUFFOWJ¨VODPSSFP

인터넷 관련 어휘 및 표현
Por + 통신수단

단순 과거 시제 동사 현재 완료 vs 단순 과거
현재 분사 (~하면서) 동사 + 현재 분사: ~하면서 ~하다 (동시 진행)
Estar + 현재 분사: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이봐/내가 말해줄게
혹시 ~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하지만, 이미 ~했거든! ~하려고 했다

이메일 관련 대한 대화문

스페인 통신 매체

Semana 29

우리의 인생 -B WJEB RVF WJWJNPT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
특정 전치사와 함께 사용하는 동사
시간, 때를 나타내는 숙어 과거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

단순 과거 동사 불규칙 변화 단순 과거 vs 불완료 과거
Sin + inf.: ~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고
Seguir + 현재분사: 계속 ~하다

뭐라고? – 분노 표현
~라고 들었어/보기에는/~인 것 같아
결과 및 등위 접속사

과거에 대한 대화문

카르멘 마르틴 가이테

Semana 30

병원에서 &O FM N¨EJDP

병원 관련 어휘 약품 및 관련 동사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상 말하기 치료

긍정 명령법(2)
부정 명령법

통증 표현하기
아픈 사람 위로하기
놀라움 표현

병원 예약하는 대화문
병원에서 진료 받는 대화문

스페인 건강제도

Semana 31

여행 -PT WJBKFT

여행 준비하기
공항에서
호텔에서

현재 완료 vs 단순 과거 vs 불완료 과거
불완료 과거로 주로 사용하는 동사
Al + inf. ~할 때

정도 표현: 거의 ~하다
친숙함 표현: 들어본 것 같아요

스페인 관광지에 대한 대화문
과거에 대한 대화문

산티아고 순례길

Semana 32

학업 -PT FTUVEJPT

학업 관련 어휘
스페인의 교육 시스템 시험
교사와 학생 과목과 전공

현재 완료 vs 단순 과거
과거 시제와 Estar + 현재분사
Llevar + 시간 + 현재분사(~를 해오고 있다)

능력 표현: 할 수 있다/없다
자기 평가하기: 잘한다/못한다

학업, 시험에 대한 대화문

영원한 학생과 교내 괴롭힘

Semana 33

우리들의 세상 /VFTUSP NVOEP

자연과 자연 보호 관련 어휘 및 표현
우리 주변 환경 명사와 관련 있는 동사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내적인 삶 - 종교

미래를 뜻하는 전치사 단순 미래 시제 동사 변화 및 사용법
가정의 Si + 문장: ~한다면
간접 표현 Saber si + 문장: ~인지 아닌지 알다

Dar 동사로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기
¡Qu¨ + 명사! 감정 표현하기
체념 표현 – 어쩔 수 없지

미래 시제를 사용한 대화문

주요 가톨릭 의식

Semana 34

우리 주변의 사물들 -BT DPTBT RVF OPT SPEFBO

사물 관련 어휘
사물의 용도 및 특징 말하기
상점

필요 표현: ~가 필요해요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철자 물어보기

사물에 대한 대화문

물질적인 것이 정말로
중요할까?

Semana 35

A2 초급 완성

목적격 인칭 대명사

재귀 대명사 / 역구조 동사

현재 직설 시제 사용법

과거 시제 1
현재 완료, 단순 과거 시제의
사용

과거 시제 2
불완료 과거 시제의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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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벼운 스페인어 B1

)BCMBOEPEFMBHFOUF

주 차별 커리큘럼 B1
주차

주제

Semana 36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BCMBOEP EF MB HFOUF

Semana 37

인간 관계 3FMBDJPOFT QFSTPOBMFT

Semana 38

기분 상태 &TUBEPT BO¬NJDPT

Semana 39

커플 이야기 )JTUPSJBT EF QBSFKB

Semana 40

인류 문제 1SPCMFNBT EF MB IVNBOJEBE

Semana 41

사회 -B TPDJFEBE

Semana 42

뉴스 속 세상 &M NVOEP FO OPUJDJBT

Semana 43

지리와 자연환경 -B HFPHSBG¬B Z MB FDPMPH¬B

Semana 44

초등교육 -B &EVDBDJ²O # TJDB

Semana 45

대학교육 -B &EVDBDJ²O 6OJWFSTJUBSJB

Semana 46

돈의 세계 &M NVOEP EFM EJOFSP

Semana 47

일과 직업 &M USBCBKP Z MBT QSPGFTJPOFT

Semana 48

컴퓨터 -PT PSEFOBEPSFT

Semana 49

인터넷 *OUFSOFU

Semana 50

휴대전화와 기술 세계 -PT N²WJMFT Z FM NVOEP UFDOPM²HJDP

Semana 51

통신매체 .FEJPT EF DPNVOJDBDJ²O

Semana 52

B1 중급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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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펂

%¬B줆쩣

%¬B

%¬B슱믾

%¬B줆

성격 관련 어휘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동사구
반의어 만들기 변화 동사

성격, 성질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Ser, estar + 성격 형용사
현재 직설 불규칙 변화 복습 중남미에서의 동사 사용

노력, 시도 표현
의지 표현

주변 사람들의 성격을 설명하는 글
성격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화문

장점과 단점

동물과 사람의 성격에 대한 어휘
인간관계 종류에 따른 단어 및 표현
Llevar 동사 용법 Rollo의 여러 가지 뜻

접속법 현재의 의미와 형태 Ojal 의 사용법
Tener, ser, llevar, estar 비교 변화 동사: ~해지다
Ser, estar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 Antes와 Ahora

희망 사항 말하기
대화를 끝낼 때 놀라움 표현
추임새 Anda/Igual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대화문
희망 사항을 말하는 대화문

스페인 커플과 가족

기분 상태 관련 명사, 동사, 형용사
기분 상태 동사에 따른 의미 변화

접속법과 감정 동사
접속법과 동사원형
전치사 por

기분 묻고 대답하기
원인과 이유 표현하기
불쾌와 분노 표현하기

기분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불쾌와 분노를 표현하는 대화문

스페인 사람들은
감정적인가요?

연애 관련 어휘
강박관념과 나쁜 버릇 관련 어휘
취미 관련 어휘

특정 전치사를 동반하는 동사
접두어 des- 접속법 활용
단순 과거 vs 불완료 과거 Dejar de + inf.

장점 역량과 능력 말하기
겸손하게 자랑하기
계획 말하기

연애 관련 대화문
장단점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스페인 커플들은
왜 헤어질까?

인류 문제 관련 어휘
문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와 형용사
원인과 결과 표현하기

단순 미래의 형태와 용법
시간 접속사 시간절에서의 접속법
논리 연결사 전치사 desde, a partir de, de

대화 주제 말하기
다시 묻고 설명하기
정정하기

인류 문제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2017년 내내 스페인
사람들이 걱정했던 문제들

사회 관련 어휘
양적, 질적 변화 동사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양보 접속사와 양보절에서의 접속법
No... sino... Hacer + inf.
관사와 숫자(기수) 접속법 현재완료

제외, 포함 접속사 활용 표현
반의 접속사
각종 행사에서 유용한 표현

각종 행사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스페인 사회

범죄 및 뉴스 관련 어휘
공격과 관련된 동사
뉴스에 자주 나오는 동사의 명사형

능동태와 수동태
ser + p.p 수동태, 수동의 se, 무인칭의 se
관사와 사람 이름

순서 연결사, 연속 연결사
결과 말하기
불확실한/확실하지 않은 정보 전달하기

뉴스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뉴스 듣기

폭력의 여러 가지 모습

지리와 자연환경 관련 어휘
천연자원과 자연재해 관련 어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표현

관사와 함께 사용하는 지명
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명사
Ser/Estar + p.p 수동태 vs 능동태

표현 속에 숨겨진 의미
말줄임 표현(...)

자연재해와 환경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라틴아메리카의 위대함

과목 관련 어휘
초등/기본 교육 관련 어휘
학생과 교사 관련 어휘

영향 동사, 의문/의심, 가능성 표현과 접속법 사용
미래 시제로 가능성 표현하기
Deber de + inf. 점수, 학습 코스(학년)에서의 숫자 사용

쉬움, 어려움 표현하기
지식을 아는 정도 표현하기
단어 줄이기 가설, 추측 표현하기

학교 생활과 성적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스페인에서의 학업 실패와
중퇴

전공, 고등 교육, 점수, 학년 관련 어휘
대학교와 캠퍼스 관련 어휘
처음과 끝

Como + 현재 접속법 표현법
미래완료의 형태와 사용법 미래완료로 가능성 표현하기
De + 시기 Una vez + p.p

의무 표현하기
필요 표현하기

학업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대학 생활 관련 대화문

대학 공부

지불방식과 돈의 종류 관련 어휘
은행 계좌와 카드 관련 어휘
소득과 지출 관련 어휘

목적절에서의 접속법 동사
단순 가능의 형태와 용법
과거에서 본 미래

다양한 돈 표현
가능법을 사용해서 조언하기
가능법을 사용한 정중한 표현

가상의 상황을 상상하는 대화문
은행 업무 관련 대화문

스페인 사람들의 소비

직업 관련 어휘
직장 생활 관련 표현
직장과 업무 관련 어휘

단순 가능으로 과거의 가능성 표현
관계사절과 접속법
El/La/Los/Las/Lo que + 직설법/접속법

직장, 직업 관련 관용 표현
이력서
격노 표현

면접에서의 대화문
직장 생활 관련 대화문

스페인에서 일하기

컴퓨터와 컴퓨터 구성 관련 어휘
파일 관련 어휘
컴퓨터 관련 이니셜

부정문과 접속법
접미어 -ear/-izar의 사용법

의견 표현하기
의견 일치, 불일치 표현
찬성, 반대 표현

컴퓨터 관련 대화문

애증 관계란?

인터넷과 이메일 관련 어휘
특수 문자, SNS
동의어

접속법 동사 기본 사용 정리
Estar/Seguir + 현재분사
Llevar/Pasar + 시간 + 현재분사

이메일 쓰기
격식 없는 약식의 편지/메시지 쓰기

컴퓨터와 4/4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가상 열정

휴대전화 관련 어휘

접속법 불완료 과거 동사 형태
접속법 불완료 과거 사용
Como si + 접속법 불완료 과거

통신 매체에서 사용하는 줄임말
부드러운/완곡한 요구 표현

휴대전화에 대해 말하는 대화문
편지글

휴대전화, 친구일까?
적일까?

기간 부사
언론 관련 어휘

추측 가정문(가설) Ir + 현재분사
접속법 불완료 과거 사용 복습
양보절에서의 접속법 불완료 과거

4FS 동사를 사용한 강조 표현
형용사/부사 강조
다른 강조 표현

추측 가정문과 접속법 불완료를
활용한 대화문

스페인의 주요 통신 매체

수동태
단순 미래, 미래 완료
단순 가능

명령법
접속법 - 현재
접속법 – 현재 완료

종속절
원인절과 결과절
양보절과 조건절

연습문제: 수동태, 단순 미래,
미래 완료

연습문제: 단순 가능, 명령,
접속법 현재

Digan lo que digan

목적절과 시간절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