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我来介绍一下
Wǒ lái jièshào yíxià

맛있는 회화
Dialogue

1과

安娜	 我来❶介绍一下 ❷，我是美国人，叫安娜。
 Wǒ lái jièshào yíxià, wǒ shì Měiguó rén, jiào Ānnà.

小民  你们好!  我姓李，叫李东民。今年22岁。
 Nǐmen hǎo!   Wǒ xìng Lǐ, jiào Lǐ Dōngmín.   Jīnnián èrshí’èr suì.

校长	 这位❸是你们的汉语老师。
 Zhè wèi shì nǐmen de Hànyǔ lǎoshī.

王老师	 你们好!  我姓王，叫王明。看起来❹，你是韩国留学生吧。
 Nǐmen hǎo!    Wǒ xìng Wáng, jiào Wáng Míng. Kàn qǐlai, nǐ shì Hánguó liúxuéshēng ba.

小民	 是的。王老师，认识您很高兴。请多多关照。
 Shìde.      Wáng lǎoshī, rènshi nín hěn gāoxìng. Qǐng duōduō guānzhào.

王老师	 认识你们，我也很高兴。
 Rènshi nǐmen, wǒ yě hěn gāoxì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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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 lái    다른 동사 앞에서 적극적인 어감을 나타냄

  介绍 jièshào    소개하다

  一下 yíxià   좀 ~하다

  姓 xìng     성(씨) ; 성이 ~이다 

   • 您贵姓? Nín guì xìng?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叫 jiào    ~라고 부르다, 이름이 ∼이다                

  岁 suì  양  살, 세(나이를 세는 단위) 

   • 年纪 niánjì 나이, 연세               

  位 wèi  양  분(사람의 수를 세는 단위)

  汉语 Hànyǔ    중국어  동의  中文 Zhōngwén

  看起来 kàn qǐlai  보아하니

  留学生 liúxuéshēng   유학생 

   • 留 liú 머무르다 | 留学 liú xué 유학하다    

  吧 ba   조  ~이지요? (추측, 권유, 제안, 가벼운 명령의 어기조사)

  是的 shìde   네, 맞다 

  认识 rènshi    알다, 인식하다

  高兴 gāoxìng   기쁘다, 즐겁다

  关照 guānzhào   돌보다, 보살펴 주다      

새 단어
New Words

중국 속으로

중국의 성씨

중국 성씨의 종류는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15년 제6차 전국인구조사에 따르

면 가장 많은 성씨는 李(Lǐ) 씨이고, 李(Lǐ) 씨, 王(Wáng) 씨, 张(Zhāng) 씨, 刘(Liú) 씨, 陈
(Chén) 씨의 순서로 많습니다. 중국의 5대 성씨를 사용하는 중국 인구는 4억 명에 달한다

고 합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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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문장 연습

1 我  来  介绍  一下。  Wǒ lái jièshào yíxià.

我  来  看      一下。  Wǒ lái kàn yíxià.

你  来  说      一下。  Nǐ lái shuō yíxià.

你  来  听      一下。  Nǐ lái tīng yíxià.

 당신이 좀 써 보세요. 

 제가 제 친구 (朋友 péngyou) 를 소개 좀 하겠습니다.

 

2 这位  是  谁?  Zhè wèi shì shéi?

这位  是  我的汉语老师。   Zhè wèi shì wǒ de Hànyǔ lǎoshī.

那位  是  谁?  Nà wèi shì shéi?

那位  是  我的英语老师。 Nà wèi shì wǒ de Yīngyǔ lǎoshī.

 그분은 우리들의 일본어 (日语 Rìy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저의 아빠입니다.

3 看起来，你是  韩国人吧。  Kàn qǐlai, nǐ shì Hánguó rén ba.

看起来，你是  美国留学生吧。 Kàn qǐlai, nǐ shì Měiguó liúxuéshēng ba.

看起来，你是  汉语老师吧。 Kàn qǐlai, nǐ shì Hànyǔ lǎoshī ba.

看起来，你是  香港人吧。   Kàn qǐlai, nǐ shì Xiānggǎng rén ba.

 보아하니, 당신은 프랑스 유학생이군요.

 보아하니, 그는 의사 (大夫 dàifu) 인 것 같군요. 

香港人 Xiānggǎng rén  홍콩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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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이야기

我叫小民，今年22岁，是韩国人，来北京学汉语。

今天第一天上课。我和一个同学自我介绍。我的同学

叫安娜，是一个美国女孩儿，很漂亮。

我们的老师叫王明，今年四十岁，在北京教汉语。看

起来，他是一个很聪明的人。

Wǒ jiào Xiǎomín, jīnnián èrshí’èr suì, shì Hánguó rén, lái Běijīng xué Hànyǔ. 

Jīntiān dì-yī tiān shàng kè. Wǒ hé yí ge tóngxué zìwǒ jièshào. Wǒ de tóngxué 

jiào Ānnà, shì yí ge Měiguó nǚháir, hěn piàoliang. 

Wǒmen de lǎoshī jiào Wáng Míng, jīnnián sìshí suì, zài Běijīng jiāo Hànyǔ.   Kàn 

qǐlai, tā shì yí ge hěn cōngming de rén. 

看起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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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一天 dì-yī tiān  첫날

  自我介绍 zìwǒ jièshào   자기 소개하다 

  女孩儿 nǚháir   여자아이

  漂亮 piàoliang   예쁘다, 아름답다

  教 jiāo   가르치다

새 단어

  聪明 cōngming   총명하다, 똑똑하다

  多大 duō dà   (나이, 시간 등이) 얼마인가

  次 cì  양 번, 회(동작의 횟수를 세는 단위)

  见面 jiàn miàn   만나다

Story

1  다음 질문에 중국어로 대답하세요. 

	 ❶ 小民今年多大?

	 ❷ 今天上课小民做什么?

	 ❸ 小民的同学是哪国人?

	 ❹ 看起来，王老师是一个什么样的人?

2  녹음을 듣고 본문과 일치하면 ◯, 일치하지 않으면 ×를 표시한 후, 녹음 내용을 빈칸에 

쓰세요. 

	 ❶    安娜是美国人，很																													。	

	 ❷    今天小民和王老师																													见面。

	 ❸    小民是韩国人，																														玩儿。

	 ❹    王老师在上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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