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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예요.

(N은/는 N이에요, A/V-아/어요)

Today's Lesson

오늘의 수업
서로 인사를 나누고 오늘의 주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Exchange greetings and talk about today’s lesson.

오늘은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배운다.
Today’s lesson is about how to introduce ourselves.

U N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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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Vocabulary & Grammar어휘 & 문법 노트

자기소개 해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살아요? 

•몇 살이에요?

질문 듣기  Understanding the question

생각해 보기  Let’s think

➊  국적 Nationality: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필리핀 사람, 대만 사람,  

몽골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러시아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노르웨이 사람, 호주 사람

➋  나이(-살) Age: 한 살,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무(스물한), 서른, 마흔, 쉰, 예순, 여든, 아흔, 백 살 

➌ 자기 소개 Introducing your name: 저는 _______이에요/ 예요. 제 이름은 _______이에요/ 예요. 

➍  -이에요: a name ending with consonant ※ for general words ending with consonant: -이에요, 

➎  -예요: a name ending with vowel 

➏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➐  처음 뵙겠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to see you. (How do you do?)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읽어준다. 만약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바꾸어 물어본다.  
The teacher reads the question to the students. If they don’t understand, the teacher can 

rephrase it and ask again.

선생님은 아래 질문을 읽어주고 학생들이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답하고, 서로에게 물어

보기도 한다.  
The teacher asks the questions below and checks students’ comprehension. Students can 

answer voluntarily and then ask each other the same questions.

1

2

이 수업에서 꼭 필요한 문법과 모르는 단어를 공부한다. 
Let’s study the key vocabulary and grammar used in this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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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기  Let’s talk

1-6번에 나온 표현을 이용하여 대화를 완성한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롤 플레이를 해 보자.  
Use the language from 1 to 6 to complete the dialogue. Let’s pair-up and role-play it.

학생들이 1) 발표 연습하기에서 연습했던 1-6번 중 한 명을 골라 발표한다. 
그러고 나서 각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진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Students make their own speech about another person based on the sentences they made 

in 1) Prepare a speech. After that, they will make a speech about themselves using their own 

name and information. 

3

1) 발표 연습하기  Prepare a speech 

2) 발표 완성하기  Complete the speech

A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B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A 이름이 뭐예요? 

B 저는 (이름 Name) 응우옌반빈이에요. 

A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B (국적 Nationality) 베트남 사람이에요.

A 어디 살아요?

B (도시, 지방 이름 City, Province name) 하노이에 살아요.

A 몇 살이에요?

B (나이 Age) 스물세 살이에요.

1.  김주미-한국-서울-서른 두  

저는 김주미예요. / 한국 사람이에요. /  

서울에 살아요. / 서른 두살이에요.

2. 하미란-중국-베이징-열 아홉

3. 쇼타-일본-도쿄-스무

4. 자야-몽골-울란바토르-서른여덟

5. 쏨차이-태국-방콕-마흔 한

6. Your answer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___________________예요. 저는 _________________사람이에요. 

_______________에 살아요. 나이는 _________________살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___________________예요. 저는 _________________사람이에요. 

_______________에 살아요. 나이는 _________________살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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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you know?꿀팁

한국 풍습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고개만 숙이는 인사와는 

별도로, 무릎과 머리를 바닥에 대는 ‘큰절’이라는 것이 있다. 

큰절은 주로 명절,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제사 등에서 한다. 

또한, 어른들에게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인사드릴 때도 한다. 

In Korean customs, not only is there regular bowing  

that takes place throughout one’s daily interactions,  

there is also the sporadic knees-to-the-ground bowing.  

“Big bows” are reserved for special occasions such as 

holidays, weddings, funerals, and jesa (an ancestral 

memorial ritual). Koreans also take a big bow when 

greeting elders for the first time or after a long period  

of absence. 

큰절은 크게 반성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래서 유명인사들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팬들에게  

큰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

Bowing can show extreme remorse or gratitude. Celebrities often take a big bow to show respect to 

their fans in public, too.

큰절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한 번 해볼까요? 

The method of bowing is different for men and women. It’s not that difficult for beginners,  

so would you like to try?

어른들에게 큰절하기 

When and how to take a big bow to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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