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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Publisher)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강좌개요

Course

Description

본 강좌는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발한 한국어 입문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중

심으로 실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필수 어휘와 필수 표현을 학습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학습은 어휘, 문법, 쓰기, 듣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본 대화를 

바탕으로 문법을 익히고 이를 일상적인 화제에서 한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또한 한국 문화 수업과 동시 진행하여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

국어를 학습하는데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This course is Korean introductory course, designed to help foreign students 

develop elementary-level Korean language skills. It covers basic grammatical 

structures and vocabularies for basic conversation. This course also provides 

useful information concerning the Korean culture.

교과목 목표

Course

Objectives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 기본적인 한국어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대화를 듣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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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By the end of this semester, students will be able to:

- Understand basic Korean Alphabets and Korean culture

- Express themselves verbally with the basic words, phrases, and sentences 

used in real world situation



Weekly Learning Objectives

Evaluation

지필 시험

Writing test

과제 활동(소개영상)

Activities

출석

Attendance

합계

Total
점수 80점 20점 10점 100점

Unit Title Learning Objects

1

한글

(자음과 모음)

(Hangeul 

consonants and 

vowels)

- 한글 소개 (Introduction to Korean Alphabets)

- 자음과 모음 익히기 (Learn consonants and vowels)

- 받침 익히기 (Learn Korean Final Consonant)

2

한글과 인사

(Hangeul and 

greetings)

- 음절 구성 익히기 (Learn syllable composition)

- 인사하기 (Greetings)

3
소개

(Introduction)

- 자기소개하기 (Introduce yourself)

- 나라 소개하기 (Introduce your country)

4
물건

(Object)

- 물건 어휘 익히기 (Learn vocabularies - objects)

- 물건의 위치 묻고 답하기 (Asking and answering where the object is)

5
장소

(Location)

- 위치 어휘 익히기 (Learn vocabularies– locations)

- 장소 찾기 (Finding the location)

6
시간

(Time)

- 숫자 표현 익히기 (Learn expressions related to numbers)

- 시간 표현 익히기 (Learn expressions related to time)

7
일상 생활

(Daily life)

- 하루 일과 말하기 (Talk about daily routines)

- 행동 표현하기 (Describe an action)

8
음식

(Food)

- 맛 관련 어휘 익히기 (Learn expressions related to taste)

- 음식 주문하기 (Order food)

9
기호

(Preference)

- 기호 말하기 (Talk about preference)

- 부정 표현 익히기 (Learn negative expressions)

10
숫자

(Number)

- 숫자 표현 익히기 (Learn expressions related to numbers)

- 단위 명사 익히기 (Learn unit nouns)

11
쇼핑

(Shopping)

- 물건 사기 (Buying things at the shop)

- 물건의 상태 묘사하기 (Describe the condition of the object)

12
주말

(Weekend)

- 문장 연결 표현 익히기 (Learn expressions related to sentence linking)

- 과거 표현 익히기 (Learn expressions realted to past tense)

13
계획

(Plan)

- 계획 세우기 (Make a plan)

- 방학 계획 말하기 (Talk about your vacation plans)

14
제안

(Suggestion)

- 축제 안내문 읽기 및 만들기 (Read and create festival notices)

- 축제 참가 제안하기 (Offer to participate in the festival)

15
평가

Evaluation
- 지필시험 진행 (Written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