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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Name of subject) 

한국어 중급 

Korean language course - Intermediate level 

강사 

Lecturer 

장민정, 김승희 

Minjung Jang, Seunghi Kim 

수업 기간 

(Period of class) 

2017년 6월 27일(화) ~ 7월 17일(월) 

(Tue. 27th. June ~ Mon. 17th. July) 

수업 시간 

(Time of class) 
pm. 16:00~17:50 

강의실 

(Classroom) 
TBD 

교재 

(Text Book) 

서명(Title) Active Korean 3 

출판사(Publisher) 문진미디어 

강좌개요 

Course 

Description 

이 과목은 한국어 초급 과정을 마친 외국인 학습자들이 각 차시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한국어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이 강좌를 통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을 학습하여 성공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급 표현의 다양한 담화 상황을 제시하여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한국어의 어휘와 문법 

지식을 습득하고 대화에 적용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let students who already mastered a basic course familiarize Korean language by stages go through day-

by-day.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ould study basic grammars that are necessary in Korean life leading to fluent 

usages of Korean language. This course includes various conversational situations for understanding and acquiring the 

situation and context. Furthermore, this course will let students acquire knowledge of vocabulary and grammar of Korean 

language and apply them to conversation and put conversation skill to practical use.  

교과목 목표 

Course 

Objectives 

이 과목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학습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상황과 표현에 따라 한국어 문법을 제시하여, 한국어의 구조와 문법을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 능력을 키워, 한국인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This course offers students the opportunity of foreign students who already have basic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apply correctly to conversation and use actively Korean language in more varied Korea life. For this purpose, this course 

includes various situations and expressions combined with Korean grammar for easy recognition, acquisition, and practice 

of structure and grammar Korean language ; so that, eventually, they(the foreign students) would communicate with 

Korean culture without difficulty and improve their language skill. 

http://www.yes24.com/24/goods/3367647


Composition of Units 

Unit Topic Function Title Grammatical Patterns 

1 경험 1     경험 표현 
Expressions for discussing 

experiences 
Experience 1 

-아/어 봤어요 

-은 적이 있다/없다 

2 경험 2 경험 표현 
Expressions for discussing 

experiences 
Experience 2 

-았/었을 때 

-전에/후에 

3 취미 1 취미 표현 

Expressions for discussing 

hobbies 

Expressions of preference 

Hobbies 1 
-는 거 

‘-르’ 불규칙 

4 취미 2 능력 표현 
Expressions for talking about 

what one can do 
Hobbies 2 -(으)ㄴ 줄 알다/모르다 

5 취업 이유 표현 Expressions for formal interview Employment 
-은/는데 

-기 때문에 

6 유행 1 이유 표현 
Expressions used at beauty 

salons 
Fashion 1 

-는 N/-게=-것이 

-(으)러 가다/오다 

 

7 유행 2 의지 표현 
Expressions for talking about 

what’s in fashion 
Fashion 2 어떤 N/-ㄹ/을 게요 

8 사고 반말 
Expressions related to 

breakdowns and repairs 
Out of order 

반말 

-이(야). 

9 변화 피동 표현 
Expressions for discussing 

changes 
Change 

-게 되다 

-아/어지다 

-(으)ㄹ까요? 

-(으)ㄹ 거예요. 

10 정보 이유 표현 Objective description Information 

-아서/어서 

-았/었다 

-와/과 

-지 않다 

11 
진실과 

거짓 1 
간접 화법 1 Expressions for indirect speech Truth and False 1 

-다고 하다 

-라고 하다 

-았/었/였다고 하다 



 

12 
진실과 

거짓 2 
추측 표현 

Expressions for expressing 

guesses 
Truth and False 2 

-을 거라고 하다 

-겠다고 하다 

-것 같다 

13 
갈등과 

고민 1 
간접 화법 2 

Expressions for discussing 

conflict and worry 
Conflict and Worry 1 

-자고 하다 

-지 그래요? 

14 
갈등과 

고민 2 
      제안 Expressions for suggestions Conflict and Worry 2 

-(으)라고 하다 

-지 말라고 하다 

-냐고 하다 

15 
평가 

Evaluation 
총 평가 Evaluation 

지필시험 / 구술 시험 진행 

Writing and speaking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