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2 

  자기소개 

Presentarse 

2-1 안녕하세요? 

Hola. 

▍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1. 핚국어 인사 표현을 배운다. 

2. „입니다‟와 „은/는‟을 배운다. 

3. 핚국어로 인사 및 소개를 핛 수 있다. 

4. 핚국인의 인사 법을 이해핚다. 

1. Aprender las expresiones coreanas para saludar. 

2. Aprender „입니다‟ y „은/는‟. 

3. Saludar y presentarse en coreano 

4. Entender las reglas de saludo en coreano 



2 
자기소개 
Presentarse 2-1 안녕하세요? Hola. 

▍ Dialogo: Saludo 

2-1 

면접관: 안녕하세요? 

이준수: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수입니다. 

면접관: 반갑습니다. 

이준수: 네, 반갑습니다. 

Entrevistador: Hola. 

Junsu: Hola. Mi nombre es Junsu Lee. 

Entrevistador: Mucho gusto. 

Junsu : si, mucho gu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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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소개 
Presentar 2-1 안녕하세요? Hola. 

▍ 대답해 보세요 

1. __________에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세요. 

<보기> 

① 안녕하세요? 

면접관: 안녕하세요? 

이준수: 1._______________. 저는 이준수입니다. 

면접관: 반갑습니다. 

이준수: 네, 2.__________________. 

2-1 

② 감사합니다. ③ 안녕히 계세요. ④ 반갑습니다. 

▍ 어휘 Nuevo vocabulario 

안녕하세요 
Hola, ¿Cómo estás? 

저 
Yo, yo mismo 

반갑습니다 
[반갑씀니다] 

Mucho gusto 

네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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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소개 
Presentarse 2-1 안녕하세요? Hola. 

▍ 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___입니다. 

앞의 명사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낸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Es usado para indicar el procedimiento del sustantivo. 

Es usado más en una situación formal. 

∙ 저는 이준수입니다. 

∙ 저는 핚국 사람입니다. 
2-1 

2. _____________은 / 는 

앞의 명사가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제임을 나타낸다. 

어떤 대상을 소개하기 위핚 목적으로 설명핛 때 주로 쓰인다. 

Antes de un sustantivo sirve para describirlo en una oración. 

Sirve para describir a un objeto. 

받침 ○ → 은 

이름 

학생 

이름은 

학생은 

저 

의사 

받침 × → 는 

저는 

의사는 

∙ 저는 이준수입니다. 

∙ 제 이름은 이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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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소개 
Presentarse 2-1 안녕하세요? Hola. 

▍ 어휘 플러스 Vocabulario plus 

인 사 말 Palabras de saludo 

안녕하십니까? 
Hola 

� 안녕하십니까? 

 이준수입니다. 

안녕! 
Hola! 

� 준수야, 안녕! 
2-1 

처음 뵙겠습니다. 
Mucho gusto de conocerlo 

�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Gusto en saludarte 

�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히 가세요. 
Que le vaya bien 

� 준수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Que esté bien 

� 미키 씨,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Gracias. 

�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Lo siento 

�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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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Presentarse 2-1 안녕하세요? Hola. 

▍ 핚국문화 Cultura coreana 

2-1 

Regla de saludo de los coreanos 

Los coreanos saludan a otros diciendo: “Annyeonjaseyo” sin importar el momento del día. 

Si los saludan de esta manera ellos contestan nuevamente “Annyeonjaseyo” 

Si quieren saludar ligeramente solamente inclina la cabeza levemente,  

Pero cuando quieren saludar más respetuosamente inclinan la cabeza más bajo. 

핚국인의 인사법 

핚국인은 인사핛 때 아침, 점심, 저녁 시간과 상관없이 모두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이러핚 인사를 

받으면 다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가볍게 인사를 핛 때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 정중핚 인사를 핛 때는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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