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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개요
Course

Description

본 강좌는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
된다 학습자들은 실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과 어휘를 학습하며 유창성을 증진한다. . 
표현의 학습은 어휘 문법 쓰기 듣기 등으로 구성되며 학습자들이 습득 가능한 정도의 입, , , 
력을 단계별로 진행한다 학습자들은 수강을 통해 교실에서 학습한 문법을 교실 밖 대화에 . 
적용하고 교실 밖에서 접한 실용문을 이해하며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있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 
이다 한국 문화 수업과 동시 진행되는 본 강좌는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 
를 학습하는데 높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This course is intended for foreigners at the beginning level who want to develop their 
communicative skills in Korean language. Through topics on real-life situations, students 
can not only learn frequently used vocabulary and expressions, but also enhance their 
fluency. Comprehensible input of vocabulary and grammar, and writing and listening 
portion will be provided in stages. Students can apply their knowledge learned in 
classroom in their real lives, and communicate successfully with native speakers using 
target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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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생활과 한국 언어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경험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
폭 넓은 주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휘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요청하기 약속하기 허락과 금지 표현하기 등의 기능 학습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 , 

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In this course you will:
- be able to understand Korean language, life and culture
- learn how to talk about your experiences and future plans
- effectively use vocabulary related to various kinds of real-life topics
- be able to successfully communicate by learning language functions such as    how 
to make an appointment, and express permission or prohibition



Unit Title Learning Objects Culture

1
1/21

인사와 소개
Greetings & 
Introductions

인사와 소개 관련 어휘 익히기 - 
 Vocabulary related to greetings and introduction

인사와 소개하기- 
 Greetings and introduction

경험 이야기하기 - 
 Talking about experiences

 Culture 
classes

2
1/22

여행과 경험
Travel & 

Experience

여행 계획과 여행 경험 관련 어휘 익히기- 
 Vocabulary related to travel plan and  experiences

희망 말하기- 
 Talking about hopes

한국어의 불규칙 표현 익히기- ‘ ’ㅎ
 ‘ ’ irregular verbsㅎ

3
1/23

쇼핑과 계획
Shopping & 

Planning

쇼핑과 계획 관련 어휘 익히기- 
 Vocabulary related to shopping and planning

물건 구매하기- 
 Buying things

비교하여 말하기- 
 Using comparisons

요청하기- 
 Making a request

허락과 금지 표현하기- 
 Expressions regarding permission and prohibition

4
1/24

초대와 방문
Invitations & 

Visits

초대와 모임 관련 어휘 익히기- 
 Vocabulary regarding invitations and meetings

약속하는 말하기- 
 Making an appointment

이유 말하기- 
 Talking about reasons

5
1/25

집안일
Housework

집안일 관련 어휘 익히기- 
 Vocabulary related to housework

정보 요청하기- 
Requesting information

관형형 익히기- 
 Idiomatic expressions

나의 의지 약속 말하기- ·
 Talking about your will and promise

6
1/28

성격과 외모
Character & 
Appearance

성격과 외모 관련 어휘 익히기- 
 Vocabulary related to character and appearance

내 성격과 외모 표현하기- 
 Describing my personality and appearance

상태 추측 표현하기- 
 Expressions related to guessing

7
1/29

생활 습관
Lifestyle 
Habits

생활 습관 관련 어휘 익히기- 
 Vocabulary related to lifestyle habits

일상생활 습관 말하기- 
 Talking about lifestyle habits

변화된 생활 습관 말하기- 
 Talking about changed lifestyle habits

8
1/30

평가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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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31

총복습
Review

- 총복습
 Review

한국에서의 기억에 남는 경험 표현하기 프로젝트- 
 Talking about memorable experien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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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