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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1.    이 사진 안의 두 사람은 어떤 가
족 관계일까에 대해 이야기해 본
다.

2.    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이 사
진 속의 가족 간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3.    학생들이 옆 사람에게 반려동물
이 있는지 묻고, 있으면 어떤 반
려동물이 있는지 알아본다.

4.    반려동물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
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5.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생들
이 이 과의 학습을 통해서 스스
로 할 수 있게 될 언어 능력과 이
를 위해 알아야 할 어휘, 문법, 문
형을 미리 숙지하도록 학생들과 
함께 옆의 표의 내용을 읽어 본
다.

By the end of this chapter, I CAN:

•    Identify terms related to siblings and pets.

•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siblings and pets. 

•    Talk about siblings, including their ages and relationships.

•  Count people, animals, and age using native Korean numbers.

•  Introduce my siblings to others.

By the end of this chapter, I CAN use: 

•    Vocabulary related to siblings and pets

•    The pattern Noun + -이/가 있어요/없어요(have/don’t have 

[something/someone])

•    Native Korean numbers 1 to 19

•    The counters for people(명), age(살), and animals(마리)

Communication
Interpretive Communication

• Identify school supplies in the classroom

• Identify personal items in a locker

• Comprehend location information of various item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Exchange information about siblings

•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one’s age

•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one’s pets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 Introduce one’s siblings and pets orally to others

• Introduce one’s siblings and pets in writing through 
emails

• Present one’s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name, 
age, and family

Connections

• Families of the future

Communities

• A Korean immigrant family

Cultures

• Families in Korea

Comparisons

• Kinship terms in Korean and in your language

5Cs

Chapter 7 저는 동생이 두 명 있어요.
I have two younger siblings.

MP3 Streaming
e-book

How do you think these two children 
are related to each other?
What pets do they have? 

Do you have any siblings or pets?

Let’s
Think



P
ra
ctice

Listen to the descriptions of the students’ families. Circle the corresponding family 

members.
3

Interpretive Communication

Interpretive Communication

Your friend, Michael, is showing you a picture of his family. Put a check mark next to the 

sentences that are true about Michael’s family.
4

1.

2. 3.

4. 5.

1.

2.

3.

4.

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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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yin is from a big family and has many siblings and pets. Match the numbers to their 

corresponding ages. 
2

a.

b.

c.

d.

e.

f.

g.

1.

3 years old

2.

5 years old

3.

8 years old

4.

12 years old

5.

16 years old

6.

17 years old

7.

19 years old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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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 d

2. c

3. a

4. f

5. b

6. g

7. e
 정답

1. 언니, 오빠, 남동생, 고양이

2. 여동생, 개, 고양이

3. 개

4.   언니, 오빠, 남동생, 여동생, 개, 
고양이

5. 누나, 형, 고양이
 정답

1. 

2. 

3. 

4. 

5. 

 학습 활동

연습문제 시작 전에 이 연습문제에 필요
한 아래의 표현들을 단어 연습 사이트나 
그림카드 등을 사용하여 복습한다.

살 세 살 다섯 살
여덟 살 열두 살 열여섯 살
열일곱 살 열아홉 살

Common Errors

나이를 셀 때 사용하는 수량 단위명사 '
살'은 순우리말 수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데 이때 그 앞에 오는 수 표현과는 반드
시 띄어쓴다. 수를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1, 2, 3, 4와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수와 수량 단위명사를 띄어쓰
지 않는다.

 여덟 살 vs. 8살

  학습 활동

연습문제 3/4 시작 전에 이 연습문제에 
필요한 아래의 표현들을 단어 연습 사이
트나 그림카드 등을 사용하여 복습한다.

개   고양이 형
오빠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은/는 -이/가 있어요/없어요

 듣기 지문

Listen to the descriptions of the students' 

families. Circle the corresponding family 

members.

(보기) 벤은 누나하고 남동생이 있어요. 
형은 없어요. 개하고 고양이도 없어요.

1. 해나는 오빠하고 언니가 있어요. 남동생
하고 고양이도 있어요. 여동생은 없어요.

2. 수지는 여동생이 있어요. 개하고 고양이
도 있어요. 오빠하고 남동생은 없어요.

3. 호세는 형이 없어요. 누나도 없어요. 
고양이도 없어요. 개는 있어요.

4. 슈인은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오빠하고 언니도 있어요. 개하고 고양
이도 있어요.

5. 트란은 누나하고 형이 있어요. 개가 없
어요. 고양이는 있어요.

 번역 

(Example) Michael has an older sister.

1.   Michael doesn’t have an older brother.

2. Michael has a cat.

3.  Michael doesn’t have any dogs.

4. Michael has a younger sister.

5.   Michael doesn’t have any younger brothers.

 번역 

(Example) Ben has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brother. He doesn’t have any older brothers. He doesn’t have any dogs 
and cats, either.
1.   Hannah has an older brother and an older sister. She also has a younger brother and a cat. She doesn’t have any 

younger sisters.

2.   Suji has a younger sister. She also has a dog and a cat. She doesn’t have any older brothers nor any younger 
brothers.

3.   José doesn’t have any older brothers. He doesn’t have any older sisters, either. He has no cats, but he has dogs.

4.   Shuyin has a younger brother and younger sisters. She also has an older brother and older sisters. She has cats 
and dogs, too.

5. Tran has an older sister and an older brother. He doesn’t have any dogs. He has cat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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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have been asked to turn in their sibling stories with pictures. Read the following 

sibling story and choose the matching picture.
10

Interpretive Communication

1.

3.

2.

4.

• Note that - /  is frequently dropped in spoken Korean.

Yes, I do.Do you have a puppy?

189

7 
  

Key Language Patterns

The Pattern Noun + - /  / (have/don’t have[something/someone])1

• The pattern Noun + - /   expresses possession in Korean.

• It means ‘to have (something/someone).’

• Compare the word orders below. Is the word order in Korean the same as that in your language? 

• The negative form of  is .

• Can you guess when to use ‘Noun + -  / ’ and when to use ‘Noun + -  / ’

(Korean)
younger brother have

(English) I have a younger brother.

In your language

I have a cat.I have a younger brother.

No, I don’t have a younger brother.Suji, do you have a younger brother?

is used when

is used when

I h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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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Noun + -이/가 있어요/없어요

1. 5과에서는 ‘있어요/없어요’가 어떤 장
소에 사물이 있고 없음의 뜻으로 쓰였
지만 여기에서는 소유의 뜻으로 쓰이
고 있다.

2. 영어에서는 통상 소유의 대상이 ‘to 
have’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지만, 한국
어에서는 소유의 대상이 ‘있어요/없어
요’ 동사의 주어로 쓰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킨다. 따라서 소유의 대상은 주
격조사 ‘-이/가’로 명시된다.

3. 소유의 주체인 주어는 ‘-은/는’으로 명
시된다.

Common Errors

영어에서는 소유의 대상이 동사 ‘have’의 
목적어로 쓰인다. 이에 반해, ‘-이/가 있
어요/없어요’ 문형에서는 소유의 대상이 
‘있어요/없어요’의 주어로 쓰이며 따라서 
주격 조사 ‘-이/가’로 명시된다. 학습자들
이 ‘있어요/없어요’와 함께 쓰이는 소유의 
대상에 주격 조사 ‘-이/가’를 쓰지 않고 
목적격 조사 ‘-을/를’을 쓰는 오류를 자
주 보인다. 소유의 뜻으로 ‘있어요/없어
요’가 쓰일 경우, 소유의 대상은 주격 조
사 ‘-이/가’로 명시됨을 주지시킨다.

 정답

2

정보

조사의 생략

회화체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허용되나, 
형식을 갖춘 문어체의 경우에는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학습 활동

1.   연습문제 시작 전에 이 연습문제에 필
요한 아래의 표현들을 단어 연습 사이
트나 그림카드 등을 사용하여 복습한
다.

개 고양이 형
오빠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한 명 두 명 세 명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도 -하고
-은/는 -이/가 있어요/없어요

2.    연습문제의 답을 확인하고 나서 확장 
학습 활동으로 학생들이 연습문제의 
그림들을 보면서 각 그림 안의 주인공
들의 가족 관계를 옆 사람에게 말로 
설명해 본다. 음성파일로 만들게 하여 
반 학생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학습 활동

Formative Assessment
Check for Understanding

학생들이 연습문제를 끝낸 후 교사가 제
시하는 연습문제의 그림을 보면서 각 인
물의 가족에 대해 공책에 쓰거나 구두로 
발표한다.

정답

when the preceding noun ends in a consonant

when the preceding noun ends in a vowel 언어(verbal-linguistic) 지능이 뛰어
난 학생들에게 좋은 활동이다. 녹음
활동은 음악(musical-rhythmic) 지
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하여 권장
한다.

Diff erentiated Instruction

Learning Style

 번역 

I have an older brother and an older 

sister. I don’t have any younger brothers. 

I don’t’ have any younger sisters, either. 

However, I have two cats. I don’t have any 

dogs.

Learning Style 



         

José ran into Suji and her sister, Subin, at the library. What are they talking about 

now?

Real World Communication

197

7 
  

C7-09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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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information about your family members with your partner. In your answer, 

include how many family members you have and how old they are. 
1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Family) How many How old

0 N/A

1 17

Create a video comparing your own family with your partner’s. Use the information you 

gathered in the previous activity.
17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No, I don’t.No,Do you have an older sister?

Do you have an older 
brother? Yes, I do. I have one. He is seventeen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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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활동

1. 연습문제 시작 전에 이 연습문제에 필
요한 아래의 표현들을 단어 연습 사이
트나 그림카드 등을 사용하여 복습한
다.

개/강아지 고양이 형
오빠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숫자(1~19)
명 마리 살
-이/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2. 학생들이 연습문제의 표를 다 완성하
고 나면 확장 학습 활동으로 이 활동
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의 가족 사
항에 대해 표를 보면서 반 전체에 발표
하는 기회를 갖는다.

 학습 활동

Summative Assessment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
운 표현과 문형을 잘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완전
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복습하는 
기회를 갖는다.

평가 기준표

1.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표를 미리 제시
하여 비디오 프로젝트를 할 때에 주의
해야 할 점들을 미리 알린다.

2.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에는 평가 기준
표를 학생들이 peer evaluation을 하거
나 교사가 학생의 프로젝트를 평가하
는 데 사용한다.

학습 활동

1. 녹음된 대화를 먼저 듣고 대략의 내용
을 유추해 본다.

2. 교사는 내용에 관계된 문장을 만들어 
읽고 학생들은 교사가 배포한 O/X 판
이나 제스처로 각자 이해한 답을 보여
준다.

3. 제시된 대화문을 짝과 같이 읽어 본다.

4. 교사는 2의 활동을 반복할 수 있으며 
이 때 질문을 구두로 하거나 지문으로 
제시할 수 있다.

5. 교사는 제시된 대화를 복사해서 각 컷
을 잘라서 그룹별로 나누어 주고 대화 
순서를 맞추는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
다.

6. 대화의 듣기 활동이 끝난 후, 교사가 
아래의 지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Let’s Read

저는 호세예요.
제 한국어 반 친구 수지는 여동생
이 한 명 있어요.
수지 여동생의 이름은 수빈이에요.
미국 이름은 제이미예요.
제이미는 열세 살이에요.
저는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없어요.
형하고 누나도 없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두 마리 있어요.
수지는 개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개는 두 마리, 고양이는 한 마리 있
어요.

7. 학생들은 읽기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
한다.

* Mark True or False for each statement.

1) José is the only son in his family.
  (True/False)

2) José has two cats.  
  (True/False)

3) Suji’s younger sister is 13 years old.
  (True/False)

8. 옆의 대화를 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
(Narrative)로 옮겨 쓴다.

Task Completion •Your work satisfi es all the requirements.
•You use the functions and language necessary to communicate. (Excellent)        4        3        2        1        (Poor)

Content and Creativity •Your work is interesting and engaging.
•Your ideas are fully developed and well-organized. (Excellent)        4        3        2        1        (Poor)

Organization •  Your sentences/paragraph(s) are organized in a logical and 
eff ective manner. (Excellent)        4        3        2        1        (Poor)

Language Use •  You use grammar, vocabulary, spelling, word order, and 
punctuation correctly. (Excellent)        4        3        2        1        (Poor)

Delivery •  You deliver the content eff ectively with the appropriate rate of 
speech and clear pronunciation. (Excellent)        4        3        2        1        (Poor)

Eff ort •You put a lot of thought and eff ort into this assignment. (Excellent)        4        3        2        1        (Poor)

Visual Aids •Your visual aids are relevant and reinforce the content. (Excellent)        4        3        2        1        (Poor)

번역 

José: Hello, Suji.

Suji:   Hello, José.
This is my younger sister.

Subin:   Hello! Nice to meet you.
I’m Subin. I’m thirteen years old.

José: Nice to meet you.

Suji: José, do you have a younger sister, too?

José:   I don’t. I don’t have any older brothers or any older 
sisters, either. However, I have two puppies.

Suji: I have two dogs and one cat.

한국어 구사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
다 앞서가는 학생들은 대화를 3인
치 시점에서 이야기(Narrative)로 옮
겨 쓰게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언어
(verbal-linguistic) 지능이 뛰어난 학
생들에게 좋은 활동이다.

Diff erentiated Instruction

Learning Style

Learn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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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1. 학생들에게 할머니나 할아버지
가 계시는지, 계신다면 같이 사
는지 묻고 대답하게 한다.

2. 사진 속 가족과 자신의 가족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
서 다른지 토론해 본다.

3.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생들
이 이 과의 학습을 통해서 스스
로 할 수 있게 될 언어 능력과 이
를 위해 알아야 할 어휘, 문법, 문
형을 미리 숙지하도록 학생들과 
함께 옆의 표의 내용을 읽어 본
다

Chapter 8 우리 할아버지는 엔지니어세요. 
My grandfather is an engineer.

MP3 Streaming
e-book

Communication
Interpretive Communication

• Understand various occupation titles and kinship terms

• Identify one’s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occupation

• Understand written descriptions of familie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Exchange information about family members

•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one’s family members 
and their occupations

• Conduct an interview to gather information about one’s 
family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 Introduce one’s family orally to others

• Compare one’s family with someone else’s in writing

• Present one’s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occupation

Connections

• Families of the future

Communities

• A Korean immigrant family

Cultures

• Families in Korea

Comparisons

• Kinship terms in Korean and in your language

5Cs

By the end of this chapter, I CAN:

•    Identify family members and their occupations.

•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family members. 

•    Talk about family members, including their occupations and 

relationships.

•    Ask and answer ‘how many’ questions using native Korean 

numbers 1 to 19 along with proper counters.

•    Introduce one’s family to others verbally.

By the end of this chapter, I CAN use: 

•    Various occupation titles and kinship terms

•    Honorific verb forms -이세요/세요, 계세요 and 하세요

•  몇 + Counter (how many)

Who are these people? 
What do you think their 

relationships are?
How is this family similar to or 

different from your family?

Let’s
Think



Talking about Family

Honorific Expressions

There are fi ve.

 I have one.

 I have one.How many cats do you have?

 I have a grandfather.  I have an older sist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older sister.

How many members are there in your family?

How many younger 
siblings do you have?

 I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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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04

C8-05

Key Words and Expressions

Occupations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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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Diagnostic Assessment

활동 시작 전에 교사가 파워포인트 슬라
이드로 단어가 가려진 지도를 학생들에
게 보여준다. 학생들로 하여금 아는 단어
를 말해 보게 하면서 학생들의 사전 지식
(prior knowledge)을 가늠해 본다.

정보

가족 Family Members

어휘카드 짝 맞추기 게임

1. 2-4인 1조로 그룹을 만든다.  팀 대항
으로 할 수도 있다. 

2. 가족 구성원 그림 + 영어 카드와 가족 
구성원 그림 + 한국어 카드의 두 세트
를 서로 다른 색으로 만든다. 

3. 두 세트의 카드를 책상 위에 놓고 한
국어 카드를 먼저 뒤집게 한다. 뒤집은 
카드의 한국어 어휘를 큰 소리로 읽는
다.

4. 다음으로는 영어 카드를 뒤집는다. 짝
이 맞는 카드를 뒤집으면 카드를 가져
간다. 

5. 가장 많은 카드를 가져간 사람/팀이 
이긴다. 

학습 활동

Occupations

1. 2-3인 1조로 팀을 만든다.

2. 직업에 관련된 단어 카드를 준비한 후,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3. 팀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카드에 적
힌 단어를 몸짓으로 설명한다.

4. 제일 빨리 모든 단어를 설명하고 맞힌 
팀이 이긴다.

학습 활동

Talking about Family

1. 2인 또는 3인 1조로 그룹을 만든다.

2. 교사가 여러 형태의 가족 구성원과 반
려 동물이 나와 있는 사진을 가상의 
가족사진으로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3. 조원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가족 사진
을 이용해서 다른 조원들과 가족과 가
족 구성원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한
다.

4. 유명인이나 만화, 소설 등의 가족 구성
원의 정보를 이용해도 좋다

 해리 포터의 론네 가족

정보

Honorific Expressions

있어요 or 계세요?

When you talk about your parents or 
teachers, you need to show your re-

spect to them. ‘계세요’ is the honorifi c 
term for ‘있어요’ as in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이 교실에 계세요. 
The teacher is in the classroom.

학습 활동

Honorific Expressions

1. 학생들에게 ‘-이에요/예요’와 ‘있어요’
의 차이를 보여주고 연습하게 한다.

 누나가 있어요. 우리 누나예요.

2. 학생들에게 ‘계세요’와 ‘-이세요/세요’ 
의 차이를 보여주고 연습하게 한다.

   할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
세요.

3. 학생들에게 ‘있어요’, ‘계세요’ 그리고 
‘-이에요/예요’, ‘-이세요/세요’의 차이
를 보여 주고 연습하게 한다.

공간(visual-spatial)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활동이다.

Diff erentiated Instruction

Learning Style

신체/운동(bodily-kinesthetic) 지능
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유용한 학습 
활동이다.

Diff erentiated Instruction

Learning Style

Learning Style 

Learning Style 



         

Ben greets Suji’s parents who are visiting the school to attend the PTA meeting.

Real World Communication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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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09

Pr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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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your classmates about their ages, families, and pets as below.11

•    How old they are
•    How many family members they have
•    How many pets they have

Tell the class about your classmates’ ages, families, and pets using the information 

gathered in the previous activity. 
12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ame) (Age) (Family) (Pets)

마이클 15 (열다섯 살) 4 (네 명) 1 (강아지 한 마리)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How old are you, Michael?

How many members are 
there in your family?

How many do you have?

Do you have puppies and cats? Yes, I have a puppy. 

There are four.

I have one.

I am fi fteen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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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활동

1. 연습문제 11/12 시작 전에 이 연습문제
에 필요한 표현들을 복습한다.

2. 이 활동은 문자 교환 활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학습 활동

Summative Assessment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
운 표현과 문형을 잘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완전
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복습하는 
기회를 갖는다.

평가 기준표

Assignment: Oral Presentation

Targeted Functions: Report to the class 
about your classmates’ families

Targeted Vocabulary: Pure Korean num-
bers, Counters (살, 명, 마리)

Targeted Grammar: Number + Counter, 
-이/가 있어요/없어요

학습 활동

1. 녹음된 대화를 먼저 듣고 대략의 내용
을 유추해 본다.

2. 교사는 내용에 관계된 문장을 만들어 
읽고 학생들은 교사가 배포한 O/X 판
이나 제스처로 각자 이해한 답을 보여
준다.

3. 제시된 대화문을 짝과 같이 읽어 본
다.

4. 교사는 2의 활동을 반복할 수 있으며 
이 때 질문을 구두로 하거나 지문으로 
제시할 수 있다.

5. 교사는 제시된 대화를 복사해서 각 컷
을 잘라서 그룹별로 나누어 주고 대화 
순서를 맞추는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
다.

6. 벤은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이 다섯 명
이라고 소개한다. 학생들과 각자 가족
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도 가족에 포함시
킬 것인지 등)

7. 대화의 듣기 활동이 끝난 후, 교사가 
아래의 읽기 지문을 학생들에게 제시
한다.

Let’s Read

벤은 가족이 다섯 명이에요.
벤은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남동생
이 있어요.
벤 아버지는 엔지너어세요.
누나는 회사원이에요.
벤은 할머니도 계세요.
할머니는 프랑스에 계세요.
벤은 열다섯 살이에요.
그리고 벤 동생은 열두 살이에요.

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을 위해 과제물의 완성에 필요한 표
현들과 문형들을 따로 준비해서 그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Diff erentiated Instruction

Korean Language Profi ciency

Task Completion •Your work satisfi es all the requirements.
•You use the functions and language necessary to communicate. (Excellent)      4      3      2      1      (Poor)

Content and Creativity •Your work is interesting and engaging.
•Your ideas are fully developed and well-organized. (Excellent)      4      3      2      1      (Poor)

Organization •Your sentences/paragraph(s) are organized in a logical and eff ective manner. (Excellent)      4      3      2      1      (Poor)

Language Use •  You use grammar, vocabulary, spelling, word order, and punctuation 
correctly. (Excellent)      4      3      2      1      (Poor)

Delivery •  You deliver the content eff ectively with the appropriate rate of speech and 
clear pronunciation. (Excellent)      4      3      2      1      (Poor)

Eff ort •You put a lot of thought and eff ort into this assignment. (Excellent)      4      3      2      1      (Poor)

Visual Aids •Your visual aids are relevant and reinforce the content. (Excellent)      4      3      2      1      (Poor)

한국어 구사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
다 앞서가는 학생들은 대화를 벤의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Narrative)로 
옮겨 쓰게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언
어(verbal-linguistic) 지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좋은 활동이다.

Diff erentiated Instruction

Learning Style

 번역 

Suji’s father: Hello! I am Suji’s father.

Suji’s mother:  I am Suji’s mother. Nice to meet you.

Ben: Hello! I am Ben. I am Suji’s friend. Nice to meet you.

Suji’s father: How many members are there in your family, Ben?

Ben:   There are fi ve. I have a father,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brother. 
My father is an engineer. My older sister is a company employee.

Ben: I also have a grandmother. My grandmother is in France.

Suji’s father: How old is your younger brother?

Suji’s mother: How old are you, Ben?

Ben:   My younger brother is twelve years old. I am fi fteen years old.

Korean Language Profi ciency



Cultures

In the past, extended families ( ) 

were the typical family structure in Korea.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all 

lived under the same roof, and the most 

senior members were well respected and 

taken care of by younger family members. 

The idea of (hyo, fi lial piety), the virtue of 

respecting one’s elders and parents, was 

paramount in society and woven into the 

very fabric of the extended family unit.

In modern Korean society, however, the defi nition of family has changed signifi cantly, as the nuclear family 

( ) is now one of the country’s most common family structures. Although  is still considered an 

important value, children are raised to be more independent and individualistic, and women have gained 

more economic and social power. Moreover, the growing number of non-traditional households has led 

to greater diversity in family types, such as one-parent and multicultural families. While the composition 

of the traditional household is changing, its size has declined due to plummeting birth rates this past half-

century. As of 2018,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in one home is 2.4, and single-person households are 

rapidly increasing. Even with all of these changes, the Korean society is still very much family-oriented, with 

parents devoting their time and fi nancial resources to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still a widely 

valued concept.

Traditional Extended Family 
Contemporary Korean 

Family

    What are the most prevalent family structures in the past and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hat is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in one household in the United States? Is it 
bigger or smaller than the average household size in Korea? Why do you think they 
are similar or diff erent?

    What is the idea of ? Share ideas of how to practice fi lial piety in modern times.

Families in Korea

227

Let’s Explore M
ore! Chapters 7 &

 8

Communities

Let’s explore our community!:  Do you have any Korean people in your 
community? You can interview the person (e.g., age, family members, 
occupations)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Korean people in your community. 

1. -의: ’s

2. 중학생: middle school student

Photo Credit: Dr. Monica Ryoo,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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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1. 학생들이 본문을 읽고 난 후, 짝에게 
사진 속의 인물들을 하나씩 가리키면
서 누구인지 말하게 한다.

2. 학생이 알고 있는 한국인 가족이 있다
면 누구인지(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소개하도록 한다.

3. 인터넷을 검색, 유명한 한국 교포 가족
의 정보를 찾아서 공유하는 활동도 가
능하다.

정답

1. Extended family, nuclear family

2.   USA: 2.52 in 2019 (www.stratita.com); 
Korea: 2.47 in 2018 (www. http://kosis.kr)

3.   The idea of 효 (hyo, fi lial piety), a virtue 
of respect to elders and parents, wa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in society.

학습 활동

1. 현대의 여러 가지 가족 형태(대가족, 
핵가족, 편부, 편모 가정, 독신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대가족과 핵가족의 장점에 대해 이야
기해 본다.

a)   대가족 장점: 조부모님과 더 가깝게 
생활할 수 있다./부모님의 입장에서 
조부모님이 대신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다

b)   핵가족 장점: 가족 위주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좀 더 민주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2. 한국의 ‘효’ 사상에 대해 배워보고 실
생활에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정보

한국은 도시에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농
촌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했고, 
일손이 많이 필요했던 농경사회와 달리 
자녀들을 적게 낳게 되었다. 따라서 핵가
족 형태가 20세기 후반부터 보편화되었
다. 2020년 현재 한국은 출산율이 0.92명
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2018년에 고
령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 %)
로 진입했다. 

a)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이 전체 7% 이상)

b)   고령 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이 
전체 14% 이상)

c)   초고령 사회(super-aged/post-aged 
society, 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

번역 

Mijoon is thirteen years old. She lives in Los Angeles. S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There are seven members in Mijoon’s 

family. She has a grandmother, a grandfather, a mom and 

a dad. She also has a younger sister and a younger brother. 

She also has a puppy. Her grandmother and grandfather are 

Korean. They are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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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지도서 1권 7-8과_202102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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