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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OURSE DESCRIPTION
본 강좌는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학습자들이 기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발한 한국어 

입문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장면 또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필수 표현들을 중심으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어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 대화를 바탕으로 문법을 익히고 이를 충분히 익혀 일상적인 화제에 

대해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각 차시는 대화, 문법, 연습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언어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주변 사물이나 장소, 행위 등과 관련된 기초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인사하기, 소개하기, 질문하기 등의 기능을 익혀 일상적인 화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한국어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 언어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ory course to Korean language that aims to cultivate basic communication skill 

for those that are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language The course is composed of essential expressions 

that are often used in everyday life, and designed to teach grammars using basic dialogues which reflect 

colloqu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so by end of this course, a student will be able to express 

him/herself on ordinary topics. Each lesson is composed of listening to dialogue, checking on grammar 

points, and practice. Also, the course provides various material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unique culture 

of Korean language.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 speak simple conversations in everyday life

- use the basic vocabulary related to objects, places, and activities

- talk about everyday topics by greeting, introducing, and asking questions

-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and understand the Korean language 

culture necessary for everyday life

READING MATERIALS

     http://www.kmooc.kr

COURSE REQUIREMENTS AND GRADING

All ISS classes are pass/fail based on th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evaluated by grades on a 
scale of 100 points (grade of 60 or above is Pass). SKKU regulations require students to attend at least 
80% of all classes.

Sungkyunkwan University (SKKU) International Summer Semester (ISS) 2019

 Korean Language : Beginner
Sungkyun Language Instructor, Sungkyunkwan University

Writing test Quiz/Activities Attendance Total

점수 80점 20점 10점 100점

교재

(Text Book)

서명(Title)
세계로 통하는 한국어 – 초급 1

(A bridge to the world : Korean Language for Beginners)

출판사(Publisher) K-MOOC  Korean language course

http://www.kmooc.kr


2

COURSE SCHEDULE

Unit Title Learning Objects Grammar Points

1
한글I

Hangeul

  한글 소개

Introduction to Hangeul

기본 자모 익히기

Basic Korean Consonants and Vowels

음절 구성 익히기1

Basic Hangeul syllables

기본 자모

글자의 짜임

2 한글II

Hangeul

이중모음과 겹자음 익히기

Diphthongs and Double consonants

받침 익히기

Final Consonants “batchim”

문장 구조 익히기

Basic sentences structures

이중모음

겹자음

받침

문장 구조

3
저는 대학생이에요.

I am a university 

student.

인사하기 

Greetings

자기소개하기

Introducing oneself

저는 N이에요.

  (국적, 이름, 직업)

4 우리 가족사진이에요.

This is my family picture.

사실 여부 묻고 답하기

Asking for a fact and answering accordingly

네-아니요로 답하기

Answering yes-or-no questions

가족 소개하기

Introducing family members

이/그/저

  -씨 

 N은/는 N이에요.

N이/가 아니에요.

N1의 N2 

(가족 호칭)

5
한국어 사전이 있어요.

There is a Korean 

language dictionary.

존재 여부 묻고 답하기

Asking for and answering the existence 

of particular object 

물건의 위치 묻고 답하기

Asking for and answering the location 

of particular object

(location)에 N이/가 

있어요.

N은/는 있어요/없어요

위치, 사물 명사

6 어디에 가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에 가는지 묻고 답하기

Asking where a person is going and answering 

accordingly 

누가 오는지 묻고 답하기

Asking who is coming and answering 

accordingly 

어디

(place)-에 가요/와요

N와/과(=하고), 

N이/가(주어-서술어)

장소

7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I am having a lunch at a 

restaurant.

행동 표현하기

Describing what someone is doing 

장소 표현하기

Describing where the action is taking place 

뭐=무엇

N을/를

  V-아/어/여요

(place)에서 N을/를 

 하다

V-으세요(명령)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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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몇 시에 만날까요?

What time shall we meet?

약속하기

Making an appointment 

하루 일과 말하기

Daily life activities

시간 표현 익히기

Various time related expressions 

몇 시

(tme)에

V(으)ㄹ까요?,

'으' 탈락

N부터 N까지 

numbers

하루 일과

9
얼마예요?

How much is it?

가격 묻고 답하기

Asking for prices and answering accordingly

숫자, 단위 명사 익히기

Numbers and counting units 

물건 사기

Buying things

얼마

단위 명사

숫자-화폐, 

     전화번호, 층수

10

예쁘지만 좀 작아요.

They are pretty but a bit 

small.

형용사 익히기

Adjectives

물건의 상태 묘사하기

Describing characteristics of particular 

subject

권유하기

Making certain suggestions

A-아/어/여요 

-지만- 

형용사 관형형-(으)ㄴ

V-아/어/여 보세요. 

11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맛 관련 어휘 익히기

Various taste related expressions

부정표현 ‘안’

Negative expression ‘안’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말하기

Expressing what a person likes and dislikes

안- 

-지 않아요

ㅂ불규칙

N (단위명사) 주세요

맛 관련 어휘

12
많이 맵지 않아요.

It isn’t too spicy.

부정 표현 ‘-지 않다’

Negative expression ‘-지 않다’

음식 고르기

Choosing food 

음식 주문하기

Ordering food

-지 않다, 

-겠어요

단위명사

N 을/를 주세요, 

V(으)세요

13

늦게 자서 조금 피곤해요.

I went to bed late so I am 

a little tired.

과거의 일 설명하기

Describing past events

이유 묻고 답하기

Asking for and answering causes for such 

events 

아/어/여서(이유)

왜요?

V/A-았/었/했어요

14
평가

Evaluation

지필시험 진행

Writing test

15 총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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