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2
자기소개

Self Introduction

2-2 한국 사람입니다.
I am Korean.

▍학습목표 Study Objectives

1. 국적 및 직업 관련 어휘를 배운다.

2. ‘입니까?’와 ‘이/가 아닙니다’를 배운다.

3. 한국어로 인사 및 소개를 할 수 있다.

4. 한국의 학제를 이해한다.

1. Learn vocabulary related to nationalities and occupations.

2. Learn ‘입니까?’ and ‘이/가 아닙니다’.

3. To be able to greet and to introduce oneself.

4. Understand the Korean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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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 : Introducing Oneself

면접관 : 이준수 씨는 중국 사람입니까?

이준수 : 아니요,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면접관 : 학생입니까?

이준수 : 네, 학생입니다.

Interviewer : Mr. Lee, are you from China?

Junsu : No, I am not from China. I am from Korea.

Interviewer : Are you a student?

Junsu : Yes, I am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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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해 보세요

1. 이준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      )

① 중국 사람    ② 브라질 사람    ③ 터키 사람    ④ 한국 사람

2. 이준수는 학생입니까? (      )

① 네, 학생입니다.                ② 아니요, 학생입니다.

③ 네, 학생이 아닙니다.            ④ 아니요, 학생이 아닙니다.

▍어휘 New vocabulary

중국 사람

Chinese (person)

한국 사람

Korean (person)

아니요

No

학생

[학쌩]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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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Grammar

1. _____________입니까?

 ‘―입니다’의 의문문이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입니까?’ is the question form of ‘―입니다’

This is used mostly in formal situations.

∙중국 사람입니까?

∙학생입니까?

2. _____________이 / 가 아닙니다.

 앞의 명사에 대한 정보를 부정할 때 사용된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This is used to negate information about the noun preceeding it.

This is used mostly in formal situations.

받침  ○  →     이 아닙니다. 받침  ×  →     가 아닙니다.

학생 학생이 아닙니다. 이준수 이준수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이준수가 아닙니다. 이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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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플러스 Vocabulary Plus

직 업

선생님

teacher
 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회사원

office worker
 저는 회사원입니다.

가수

singer
 저는 가수입니다.

의사

doctor
 제 친구는 의사입니다.

사업가

businessman
 제 친구는 사업가입니다.

경찰

police officer
 제 직업은 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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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Korean Culture

Korean Education System

The Korean education system consists of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3 years of middle 

school, 3 years of high school, and 4 years of college or university. A school year typically 

begins in March, and ends the following February. Exchange students or new students looking 

to transfer should take notice of when the academic year starts and fi nishes because the 

dates are different from the dates in the United States or China.

한국의 학제

한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학년의 

시작은 3월이며, 그 다음 해 2월에 끝납니다. 이러한 학제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달라, 학교 

입학이나 전학할 때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