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ítulo 2 

자기소개 

      Presentarse 

2-2 한국 사람입니다. 

Yo soy coreano. 

▍학습목표 Objetivos de e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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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ender vocabulario referente a las nacionalidades y ocupaciones 

2. Aprender ‘입니까?’ y ‘이/가 아닙니다’. 

3. Ser capaz de saludar y presentarse. 

4. Entender el sistema educativo cor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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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Presentarse 2-2 한국 사람입니다. Yo soy coreano. 

▍Dialogo: Presentarse 

2-2 

면접관: 이준수 씨는 중국 사람입니까? 

이준수: 아니요,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면접관: 학생입니까? 

이준수: 네, 학생입니다. 

Entrevistador: Señor lee,  ¿Usted es chino? 

Junsu: No, Yo no soy chino. Yo soy coreano. 

Entrevistador: ¿Usted  es  estudiante? 

Junsu: Si, soy estudi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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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Presentarse 2-2 한국 사람입니다. Yo soy coreano. 

▍대답해 보세요 

1. 이준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 

① 중국 사람 ② 브라질 사람 

) 

② 아니요, 학생입니다. 

④ 아니요, 학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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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터키 사람 ④ 한국 사람 

2. 이준수는 학생입니까? ( 

① 네, 학생입니다. 

③ 네, 학생이 아닙니다. 

▍어휘 Vocabulario 

중국 사람 

Chino/a (nacionalidad) 

한국 사람 

Coreano/a (nacionalidad) 

아니요 

No 

학생 

[학쌩] 
Estudi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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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Presentarse 2-2 한국 사람입니다. Yo soy coreano. 

▍문법 Gramática 

1. _____________입니까? 

‘―입니다’의 의문문이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입니까?’ es la forma de pregunta para ‘―입니다’ 

Esto es usado mayormente en situaciones formales.  

∙ 중국 사람입니까? 

∙ 학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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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____________이 / 가 아닙니다. 

앞의 명사에 대한 정보를 부정할 때 사용된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Esto es usado para negar la información acerca del sustantivo precedente a esta. 

Esto es usado mayormente en situaciones infórmales. 

받침 ○ → 

학생 

중국 사람 

이 아닙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받침 × → 

이준수 

의사 

가 아닙니다. 

이준수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 제 이름은 이준수가 아닙니다. 이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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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Presentarse 2-2 한국 사람입니다. Yo soy coreano. 

▍어휘 플러스 Vocabulario adicional 

직 업 

선생님 

Profesor 
� 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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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Oficinista 
� 저는 회사원입니다. 

가수 

Cantante 
� 저는 가수입니다. 

의사 

 Médico 
� 제 친구는 의사입니다. 

사업가 

  Empresario 
� 제 친구는 사업가입니다. 

경찰 

Oficial de policía 
� 제 직업은 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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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Presentarse 2-2 한국 사람입니다. Yo soy coreano. 

▍한국문화 Cultura coreana 

2-2 

El sistema educativo coreano 

El sistema educativo coreano consta de 6 años de escuela Primaria, 3 años de escuela Secundaria, 

3 años de preparatoria y 4 años de universidad.  El año escolar normalmente inicia en marzo, 

y finaliza en febrero del siguiente año. Este sistema educativo es diferente a Estados unidos, China o 

otros países, Por eso, los estudiantes que desean ingresar a las escuelas coreanas o venir de intercambio 

tienen que esperar el inicio de cl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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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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