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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Language and Culture

Most human interaction starts with a basic greeting. 

A main function of greetings is to make someone 
aware of another person’s existence. 

This comes from the fact that human beings are 
동 격 . .

social by nature, and thus have an almost inherent 
선천적인 inborn

nee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Greetings are, however, not simply words and 
only, merely

phrases. They also reflect culture and history. 

For example, one culture’s most common greeting 
may pay respect to an ancient god or king, while 

반 면 에 . .

another culture’s may refer to social status. 
역 접 암 시

Let’s take a look at greetings found in different 
선 행 사 . . . . .

languages.

In speech, one of the most well-known greetings in 
the world is “hello.” 

It is used throughout the English-speaking world. 
처음부터 끝까지 = 통털어

In addition, some greetings in other languages are 
so similar to “hello” — for example, Germans often 
say “hallo” (/halo/) — that it is difficult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m. 
• in addition = what’s more, moreover, furthermore, 

besides

But do you actually know what the greeting “hello” 
means, or where it comes from?

인사말: 언어와 문화

인간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간단한 인사에서 시작한다. 

인사의 주요기능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존
재를 알아차리게 하는데 있다. 

이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며, 따라
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거의 타고
났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인사는 그저 단순한 단어나 어구가 아니다. 
인사는 또한 문화와 역사에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고대 신이나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어떤 문화에서는 가장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인사가 사회적 지위
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다른 언어의 인사말을 살펴보자.

  

일상회화 중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 가운데 하나
는 ‘hello‘다. 

이는 영어권 나라를 통틀어 사용된다. 

또한 다른 언어에도 ’hello'와 매우 비슷한 인사가 
몇몇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사람들은 ‘hallo(할로)’
라고 말하는 데,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hello'라는 인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는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실제로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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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say that the word comes from an old form of 
German “halâ, holâ” (/hala hola/), which was used 
to draw people’s attention. 
• 사물주어 + be used to do & 사람주어 + be used to -ing

Others connect it to the French word “holà” (/ola/), 
which roughly means “Hey, there!”

대 략 . .

Simple greetings in some languages have 
interesting meanings. Take Zulu, for example. 

Zulu, a language with more than ten million 
동 격 . . . .

speakers, is spoken mostly in South Africa. 
주 로 . .

One common Zulu greeting is “sawubona” (/
saubona/), to which the listener replies 

sawubona

“ngikhona” (/ngikona/). 

In English, they mean “I see you,” and “I am here,” 
respectively. 
각 각 . . .

The Zulu people seem to be saying, “Until you 
recognize me, I don’t exist. 
인 식 하 다 . . .

You bring me into existence by recognizing me.” 
인 식 하 다 . .

A Zulu folk saying makes the meaning of the 
속 담 . .

greetings clearer: “Umuntu ngumuntu ngabantu” (/
oo-MOO-ntoo ngoo-MOO-ntoo ngah-BAH-ntoo/), 
which means “A person is a person because of 
other people.” 

As a casual daily conversation opener, “sawubona” 
and “ngikhona” may be as simple as “Hello. How 
are you?” and “Fine, thank you,” but the words 
actually have much deeper and more interesting 

강 조 . .

meanings.

번역

어떤 사람들은 그 단어가 독일어의 오래된 표현 
"hala, hola"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hello'를 프랑스어 "hola(올라)"와 
연관 짓는 데, 이 말은 대략 “어이!”라는 뜻이다.

   
다른 언어에도 재미있는 뜻이 있는 간단한 인사가 
있다. 줄루어를 예로 들어보자. 

천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줄루어는 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용된다. 

자주 쓰이는 줄루 인사는 "sawubona"(사우보나)
이며 듣는 사람은 이에 "ngikhona"(응기코나)라고 
대답한다. 

이 인사는 영어로 각각 ‘나는 당신을 봅니다.’와 ‘나
는 여기 있습니다.’라는 뜻이다. 

줄루 사람들은 ‘당신이 나를 인식하기전까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를 인식함으로써 나를 존재하게 한다.’라
고 말하는 것 같다. 

줄루어 속담인 "Umuntu ngumuntu ngabantu" 
(우문투 응구문투 응가반투)는 이 인사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해주는데, 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다” 라는 뜻이다.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sawubona"와 "ngikhona"는 ‘안녕, 어떻게 지내?’
라는 말과 “잘 지내. 고마워.”처럼 단순할지도 모르지
만, 그 말의 실제 뜻은 그보다 더 깊고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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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talian greeting “ciao” (/chao/) also has a unique 
story. 

“Ciao,” just like greetings in many other languages, 
serves as both “hello” and “goodbye.” 

The word comes from the Venetian phrase “sciào 
vostro” (/schao vostro/), which means “I am your 
slave.” 

Of course, this does not mean that a person who 
says “ciao” will actually become the slave of the 
listener. It is actually just an act of good will. 

A more modern translation of the word might be 
something like this: “Let me know if you ever need 
my help,” or “You can count on me.” 

Did you know? 

Venetian, a sister language of Italian, is widely 
널 리 . .

spoken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Italy.

“안녕하세요”(/annyeonghaseyo/) is the most common 
modern-day greeting in Korea. 

It can be translated as “Are you safe?” or “Are you 
all right?” Its origin is not clear, but many say it is 
related to old customs. 

A long time ago, before modern medicine was 
developed, people often died of sudden diseases. 

번역

이탈리아어 인사인 ‘ciao’(챠오)에도 독특한 역사가 
있다. 

'ciao'에도 다른 많은 언어의 인사처럼 ‘안녕’과 ‘잘
가’ 둘 다의 역할을 한다. 

이 단어는 베네치아 방언의 어구인 "sciao 
vostro"(스챠오 보스뜨로)에서 왔다. 

이 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는 당신의 노예입
니다.’이다. 물론 'ciao'라고 인사한 사람이 듣는 이
의 노예가 실제로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이 말은 그저 선의의 행동이다. 

이 단어를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된
다. 바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줘요.’ 또는 ‘저를 
믿어도 돼요.’이다.

Did you know? 

베네치아 방언은 이탈리아어의 자매 언어로,이탈리
아 북동부 지역에서 널리 쓰인다

‘안녕하세요’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현대의 인사말
이다. 

이 말은 ‘당신은 무사하신 가요?’ 또는 ‘당신 괜찮으세
요?’로 번역될 수 있다.  기원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옛날의 관습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래 전 현대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급작
스러운 병으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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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people asked about the other person’s well-
being when they met. 

Put simply, today’s language reflects the culture of 
past generations.

In Mongolia, “sain baina uu” (/sen be no/) is a 
common way to greet another person. 

Its literal meaning is “Your livestock are doing well, 
aren’t they?” 
• literal_______ & literate________ & illiterate _______

In Mongolia, farm animals were and still are  both a 
과 거 내 용 현재내용

source of food and a means of farming and 
m e t h o d

transportation. 

In other words, they are very important animals. 

This example also shows how language reflects 
culture — as livestock were so important, asking 

~처럼

about the livestock’s well-being was common enough 
to become a daily greeting.
• so - that

It is clear by now that greetings in different 
languages reflect the culture of the people who use 
them. 

Why don’t you do a bit of research and see how 
history and culture have played a role in the 
formation of other simple greetings? 

You may be surprised - there may be more  to a 
더 많은 것(명사)

greeting than you think!

번역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상대방의 안부를 물
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언어는 지난날의 
문화를 반영한다.

몽골에서 "sain baina uu"(센 베노)는 다른 사람
에게 인사하는 흔한 방식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당신의 가축은 잘 있죠. 그
렇지 않나요?”다. 

몽골에서 가축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식량 
공급원이자 농업 및 운송수단이다. 

다시 말해, 가축은 정말 중요한 동물이다. 

이는 언어가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가축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적인 
인사가 될 만큼 가축은 매우 중요했다.

다양한 언어의 인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 

좀 더 조사를 해서 역사와 문화가 간단한 다른 인사
말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인사말에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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