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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기간
(period of class)

년 월 일 월 월 일 목2019 1 21 ( ) ~ 1 31 ( )
(Mon. 21st. January, 2018~ Thu. 31st. January. 2018)

수업 시간 
(Time of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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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Classroom)

To be Announced

교재 (Text Book)
서명(Title) 성균 한국어5 (Sungkyun Korean 5)

출판사(Publisher)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Sungkyun Language Institute)

강좌개요
Course

Description

본 강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수강을 통해 학습자들은 언어를 넘어 언어에 담겨있는 문화와 역사를 익히며 언어 학습에 
있어 근본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습자들은 폭 넓은 주제 속에서 다양. 
한 담화로 구성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한국 문화 수업과 동시 진행되는 본 강좌는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학
습하는데 높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This course is intended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at the advanced level who want to 
deeply understan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new and deeper aspects of this language as they  can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history which are hidden in expressions and contexts. Also, by participating in many 
communicative activities dealing with various topics, they will have more confidence in 
expressing their ideas freely and a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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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적인 주제의 담화와 텍스트를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 
특정 주제에 대해 개인의 견해와 사고를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다- .
한국의 풍속과 한국인 및 한국 언어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In this course you will:
- learn and use vocabulary appropriately on different topics
- be able to understand conversations and written texts on more serious topics 
  and create similar ones of their own
- be able to express your ideas and thoughts on serious topics fluently
- be able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people, and language culture in depth



Unit Title Learning Objects Culture

1
1/21

명소
Tourist 

Attractions

- 장소 관련 어휘와 표현
 Vocabulary related to places
- 명소 이해하고 소개하기
 Understanding tourist attractions and introducing them

Culture 
classes

2
1/22

의생활
Clothing

- 의생활 관련 어휘와 표현
 Vocabulary related to clothes and clothing
- 전통 의생활과 현대 의생활 비교하기
 Comparing traditional and modern clothing
- 한국의 전통 의생활과 자국의 의생활 비교하기
 Comparing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clothing of your own country

3
1/23

나눔
Sharing

- 기부 관련 어휘와 표현
 Vocabulary related to donations
- 나눔을 통한 사회 기여 활동 이해하기
 Understanding social contribution through sharing
- 나눔의 방식에 대한 토론하기
 Talking about ways of sharing

4
1/24

인물
Famous 
People

-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에 대해 이해하기
 Understanding famous people around the world
- 자신에게 감명을 준 인물 소개하기
 Introducing your hero who inspired you

5
1/25

스포츠
Sports

- 스포츠를 통한 위기 극복 사례 이해하기
 Learning about some cases of overcoming crisis by means of sports
- 다양한 표현을 통한 자신의 위기 극복 사례 소개하기
 Introducing your own case of overcoming crisis 
  using various expressions

6
1/28

현대 사회의 
변화

Changes in 
Modern Life

- 고대 중세 근대 사회와의 차이를 통해 본 현대 사회 이해하기/ /
 Understanding today’s society by comparing differences among ancient, 
medieval, and modern times
-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 문화 경제 이해하기/ /
 Understanding politics, culture, and economy of modern society

7
1/29

식생활
Diet

- 식생활 관련 어휘와 표현
 Vocabulary related to diet
- 전통 식생활과 현대 식생활 비교하기
 Comparing traditional and modern diet
- 한국의 전통 식생활과 자국의 식생활 비교하기
 Comparing Korean traditional diet and diet of your country

8
1/30

평가
Evaluation

지필시험 진행- 
 Writing test
-speaking contest(quiz)

9
1/31

발표 및
총 복습
Review

- 다양한 신문 기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표 및 토론하기
 Making a presentation or debating on one newspaper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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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