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부 묻기	
在咖啡厅 커피숍에서  

2	 오랜만에 인사하기 
	 在书店 서점에서 

이 과의

회화

1	 인칭대사

2	 吗와	呢

3	 형용사술어문	

이 과의

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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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句子 Key Expressions

track
01-1

02

      好吗?   Nǐ hǎo ma?   당신은 잘 지내요? 你

他  그 

tā

妈妈  엄마

māma 

老师  선생님

lǎoshī   

01

      好!   Nǐ hǎo!   안녕하세요! 你

你们  너희들 

nǐmen

老师  선생님

lǎoshī 

大家  여러분

dàjiā  

‘3성+3성’은	‘2성+3성’으로	

변해요.	‘nǐ hǎo’를	실제로	발

음할	때는	‘ní hǎo’라고	해요!	

‘대상+好吗?’는	대상의	

안부를	묻는	말이	돼요.		

	주요	문장을	따라	읽으며	중국어의	뼈대를	다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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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词   Words

track
01-2 

  你 nǐ  너, 당신

  好 hǎo  좋다, 안녕하다 

  吗 ma 조 ~입니까?(문장 끝에 쓰여 의문문을 만듦) 

  我 wǒ  나  

  很 hěn  매우  

  好久不见 hǎo jiǔ bú jiàn 오래간만이에요

  呢 ne 조 ~는요?  

  也 yě  ~도  

	새로	나온	단어를	따라	읽으며	익혀	보세요.

중국에도 ‘특별시’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특별시이지만,	중국에는	특별시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가

장	큰	4대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인	직할시(直辖市	zhíxiáshì)로	불러요.	베

이징(北京	Běijīng),	상하이(上海	Shànghǎi),	톈진(天津	Tiānjīn),	충칭(重庆	

Chóngqìng)의	네	도시가	직할시예요.	직할시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할

을	받는	곳이며	성(省	shěng)과	같은	급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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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话 1 Dialogue 1

track
01-3

#안부 묻기

东建 你❶好!
Dōngjiàn Nǐ hǎo! 

小婷 你好!  你好吗？❷ 
Xiǎotíng Nǐ hǎo! Nǐ hǎo ma?

东建 我很好。❸

Dōngjiàn Wǒ hěn hǎo.

在咖啡厅  커피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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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说一说 Speaking 1

동건  안녕! 

샤오팅   안녕! 

잘 지내니?

동건  나는 잘 지내.

Nǐ !

 hǎo! 

Nǐ hǎo ?

 hěn hǎo.

한국어를	보고	빈칸을	채운	후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스피킹 준비!

●	你好와	你好吗?	

‘你好’는 ‘안녕, 안녕하세요’라는 뜻으로 영어의 ‘Hi’처럼 만났을 때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이에요. 

‘你好吗?’는 ‘잘 지내요?’라는 뜻으로 안부를 묻는 표현이에요.

스피킹 표현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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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话 2 Dialogue 2

track
01-4

东建 好久不见!                
Dōngjiàn Hǎo jiǔ bú jiàn!

水晶 好久不见!  你好吗？    
Shuǐjīng  Hǎo jiǔ bú jiàn! Nǐ hǎo ma?    

东建 我很好。你呢？❷

Dōngjiàn Wǒ hěn hǎo. Nǐ ne? 

水晶 我也很好。
Shuǐjīng Wǒ yě hěn hǎo.  

# 오랜만에 인사하기

스피킹 표현 Tip

在书店  서점에서

●	我很好。 

很은 ‘매우, 아주’의 뜻으로 1음절 형용사 앞에서는 습관적으로 很을 써요. ‘잘 지내요’라고 표현할 때도 

好 앞에 很을 붙여서 ‘很好’라고 하는데, 이때는 ‘매우 잘 지내요’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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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说一说 Speaking 2

❶	 A 	你好吗?	
Nǐ hǎo ma?

	 B	 。

❷	 A   妈妈好吗? 
Māma hǎo ma?

	 B	 。

❸	 A   老师好吗?	
Lǎoshī hǎo ma?

	 B	 。

동건  오랜만이야. 

수정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동건  잘 지내. 너는?

수정  나도 잘 지내.

Hǎo jiǔ bú jiàn!

Hǎo  bú ! 

Nǐ hǎo ma?

Wǒ hěn hǎo. Nǐ ?

 yě  hǎo.

한국어를	보고	빈칸을	채운	후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스피킹 준비!

다음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스피킹 도전!

01

02

단어New 	妈妈	māma		엄마	|	老师	lǎoshī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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