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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개요
Course

Description

본 강좌는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
발한 한국어 입문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필수 어휘와 필수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은 어. 
휘 문법 쓰기 듣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본 대화를 바탕으로 문법을 익히고 이를 일상, , , 
적인 화제에서 한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한국 문화 수업과 동시 진행하여 .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
다.
This course is intended for foreigners at the beginning level who want to develop their 
communicative skills in Korean language. Conversations involving real-life situations make 
it easy and interesting for learners at this level to learn frequently used vocabulary and 
expressions. Also, basic grammar, vocabulary, writing, and listening skills can be 
systematically developed through realistic and meaningful context. Furthermore, cultural 
activities held outside of the classroom will help learners better understand Korean 
culture as well as the functions of the Korean language.

교과목 목표
Course

Objectives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한국어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대화를 듣고 말할 수 있다- .
인사하기 소개하기 질문하기 등의 기능을 익혀 일상적인 대화를 말할 수 있다- , , .
한국 언어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In this course you will:
- learn and understand basic Korean language structure and features
- be able to carry on everyday conversation in Korean  
- develop language skills related to greeting, introducing, and asking questions
- be able to understan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Unit Title Learning Objects Culture

1
1/21

자음과 모음
Vowels and 
consonants

한글 소개 - 
 Introduction of Korean language

자음과 모음 익히기 - 
 Vowels and consonants

받침 익히기 - 
 Final consonants

음절 구성 익히기- 
 Syllable formation

 Culture 
classes

2
1/22

인사와 소개
Self-introduction

인사하기 - 
 Saying hello and good-bye

자기소개하기- 
 Introducing yourself

나라 소개하기- 
 Introducing your country

3
1/23

물건과 장소
Things and Places

물건 어휘 익히기- 
 Naming objects

위치 어휘 익히기- 
 Learning words regarding 
locations

물건의 위치 묻고 답하기- 
 Asking for and giving the 
location of objects

4
1/24

하루일과
Daily Routines

시간 표현 익히기- 
 Asking for and telling time

하루 일과 말하기- 
 Talking about daily routines

행동 표현하기- 
 Describing activities

5
1/25

음식
Foods

맛 관련 어휘 익히기- 
 Learning words regarding tastes

음식 주문하기- 
 Ordering food

기호 말하기- 
 Talking about preferences

부정 표현 익히기- 
 Negation

6
1/28 쇼핑

가격 묻고 답하기- 
 Asking for and answering prices

물건 사기- 
 Buying things

물건의 상태 묘사하기- 
 Describing condition of items

7
1/29 주말

장소 어휘 익히기- 
 Talking about places

문장 연결 표현 익히기- 
 Conjunctions

과거 표현 익히기- 
 Past tense

8
1/30

평가
Evaluation

지필시험 진행- 
 Written test
- Speaking contest(team project)

9
1/31

계획 및
총복습
Review

프로젝트 진행- 
 Team project

미래 계획 말하기- 
 Talking about future plans

Completion 
ceremony



평가 기준
Grading and Evaluation

지필 시험
Writing test

과제 활동
Activities

출석
Attendance

합계
Total

점수
점80

80%
점20

20%
점10

10%
점100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