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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기간
(period of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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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Time of class)

a.m. 9:00~12:00
p.m. 13:00~16:00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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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Announced

교재 (Text Book) 서명(Title) 성균한국어4 (Sungkyun Korean 4)

출판사(Publisher)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Sungkyun Language Institute)

강좌개요
Course

Description

본 강좌는 중급 과정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습자들은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접하며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기본. 
적인 상식을 쌓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으로 구성된 수업은 학습자 자신의 . 
견해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 활동은 문법 말하기 듣기. , , , 
쓰기의 통합적 연습을 통하여 구현된다 더불어 한국 문화 수업과 동시 진행되는 본 강좌는 .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높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This course is intended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at the intermediate level who want 
to develop their communicative skills in Korean language. Through dealing with topics 
closely related to real-life situations, students can not only learn Korean language and 
Korea, but also deeply understan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an interesting way. 
Students will have confidence in expressing their ideas freely by practicing the language 
in terms of grammar,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by participating in various 
communic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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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따른 어휘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의 풍속과 한국인 및 한국 언어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특정 주제에 대해 개인의 견해와 사고를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다- .

In this course you will:
- be able to use vocabulary appropriately on different topics
- be able to understand Korean people, culture, and Korean language culture
- effectively use vocabulary related to various kinds of real-life topics
- be able to fluently express your opinions on different topics



Unit Title Learning Objects Culture

1
1/21

축하와 위로
Congratulations 
& Consolation

축하와 위로 관련 어휘- 
 Vocabulary related to congratulation & consolation

축하 인사하고 대답하기- 
 Offering congratulations and responding to them

위로 표현 익히기- 
 Expressions related to consolation

Culture 
Classes

2
1/22

문화 체험
Cultural 

Experience

문화 체험 관련 어휘- 
 Vocabulary related to cultural experiences

계획 세우기- 
  Making a plan

경험 말하기- 
 Talking about experiences

3
1/23

사건과 사고
Accidents & 

Mishaps

사건 사고 관련 어휘- 
 Vocabulary related to accidents and mishaps

신고하기- 
 Reporting to the police

상황 전하기- 
 Explaining the situations

4
1/24

호칭과 지칭
Names & Titles

호칭 지칭 관련 어휘- 
 Vocabulary regarding names and titles

가족 호칭 익히기- 
  Family titles

한국의 호칭 문화 익히기- 
 Learning about Korean “title” culture

호칭과 지칭에 대한 오류 경험 말하기- 
 Talking about experiences on making mistakes about names and titles in Korea

5
1/25

정보와 생활
Life & 

Information

정보 활용 관련 어휘- 
 Vocabulary regarding the use of information

순서대로 설명하기- 
 Explaining something in sequence

비교하여 말하기- 
  Talking about comparisons

6
1/28

징크스와 미신
Jinx & 

Superstition

징크스와 미신 관련 어휘- 
 Vocabulary related to jinx and superstition

징크스의 극복 방법 논의하기- 
 Talking about how to breaking the jinx

미신의 의미와 이유 조사하고 설명하기- 
  Talking about the meaning and reason of many superstitions

7
1/29

세대 차이
Generation Gaps

세대 차이 관련 어휘- 
  Vocabulary related to generation gaps

생각 차이 말하기- 
 Talking about different opinions

인식에 대한 차이 말하기- 
 Talking about different perceptions

가족 간의 갈등과 해결 방안 논의하기- 
 Talking about how to resolve family conflicts

8
1/30

평가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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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31

총복습
Review

- 총복습
 Review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과 사고 기사 만들기 프로젝트- 
 Writing an article regarding accidents and mishaps happened in Korea 
(tea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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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