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14
전화

Phone

14-2 점심 먹은 후에 영화 볼까요?

Would you like to eat lunch and watch a movie?

▍학습목표 Study Objectives

1. 전화 관련 어휘를 배운다.

2. ‘―(으)ㄴ 후에’와 ‘―기 전에’를 배운다.

3. 전화로 약속을 할 수 있다.

4. 한국의 유명 거리를 이해한다.

1. Learn words related to phones.

2. Learn ‘―(으)ㄴ 후에’ and ‘―기 전에’.

3. To be able to make an appointment by phone.

4. Understand hot spo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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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 : Making Appointments over the Phone

김유미 : 여보세요?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조영선 : 그런데 왜요?

김유미 : 우리 같이 점심 먹은 후에 영화 볼까요?

조영선 : 네. 좋아요. 그런데 오후에는 일이 있으니까 점심 먹기 전에 영화를 봐요.

Yumi : Hello? Do you have time on Saturday?

Youngsun : Yes, why?

Yumi : Would you like to eat lunch and watch a movie?

Youngsun : Yes, sure. But I have work in the afternoon so let’s watch a movie before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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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해 보세요

1. 두 사람은 언제 만나요? (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①

7

②

8 9 10 11

③

12

④

13

14 15 16 17 18 19 20

2. 두 사람은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맞는 것을 골라서 순서대로 써 보세요.

점심을 먹다 저녁을 먹다 영화를 보다 커피를 마시다

(                                                                                  )

▍어휘 New vocabulary

시간이 있다

[시가니 읻따]

to have time

그런데

By the way, however

일이 있다

[이리 읻따]

to have something to do

왜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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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Grammar

1. _____________(으)ㄴ 후에

 어떤 행동을 먼저 하고 그 후에 다른 행동을 할 때 사용한다.

This is used to describe an action that takes place after another.

받침  ○  →  은 후에 받침  ×  →  ㄴ 후에

닫다 닫은 후에 가다 간 후에

입다 입은 후에 공부하다 공부한 후에

∙우리 같이 점심 먹은 후에 영화 볼까요?

∙숙제를 한 후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2. _____________기 전에

 앞에 오는 행동보다 시간상 먼저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한다.

This is used to describe an action that takes place before the time in the preceeding 

sentence.

∙오후에는 일이 있으니까 점심 먹기 전에 영화를 봐요.

∙음식을 만들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말을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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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플러스 Vocabulary Plus

전화 사용하기

전화번호를 누르다

to dial a phone number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신호가 가다

the phone signal is ringing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벨이 울리다

the phone is ringing

 집에 들어 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통화 중이다

the line is busy
 통화 중 신호가 울렸어요.

문자를 보내다

to send a text

 한글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to send a text message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음성 메시지를 남기다

to leave message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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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Korean Culture

Hot spots in Korea

There are unique famous areas in Korea. ‘Sinchon’ is an area many colleges adjacently share, 

‘Gangnam’ has many theaters and restaurants, ‘Hongdae’ is home to unique cafes and clubs, 

‘Hyehwa’ is famous for plays, and ‘Samcheongdong’ is known for its art. ‘Insadong’ and 

‘Bukchon’ are home to traditional, old-fashioned Hanok villages that have been preserved, 

and are worth paying a visit for foreign tourists.

한국의 유명 거리

한국에는 특색 있는 유명 거리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몰려있는 대학가 ‘신촌’, 극장과 멋진 식당이 많은 

‘강남역 부근’, 독특한 카페와 클럽이 많은 ‘홍대 앞’은 젊은이의 거리입니다. 연극 공연 소극장이 많은 

‘혜화동’, 경복궁 근처로 화랑 겸 카페가 많은 ‘삼청동’은 예술적인 거리입니다. 한국전통 예술품을 파는 

‘인사동’과 전통 가옥인 한옥이 보존되어 있는 ‘북촌’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만한 전통거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