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1(101) 

Korean 1(101) 

 

 

담당교수(Instructor): 이시훈 (Sihoon, Lee)   교실(Classroom): TBA 

연구실(Office): 국제생활관 2, 503 호          수업시간(Class Time): TBA 

연락처(Phone): 010-5033-1234           업무시간(Office Hours): TBA 

Email: hmk461lyj@hanmail.net 
 

수업개요(Course Description): 

발음과 어휘, 듣고 말하기, 문법, 읽기, 듣기, 쓰기, 활동 등을 매 시간 익혀 초급 

단계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Learning beginning steps of pronunciation and vocabulary, listening and speaking, grammar,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activities every hour.  

 

수업방법(Lecturing): 

매주 단어 시험, 끝나기 전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초급인 학습자를 위해 과의 

중요 내용을 반복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학습자의 관심도를 위해 수업 시간 PPT, 

영상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강의하도록 한다. 

Weekly vocabulary test, pre-formation assessment is conducted, and understanding is 

improved by repeating important contents of lesson for beginner learners. For learner's 

interest, lecture should be taught using various media such as PPT and video. 

 

수업목표(Course Goals & Objectives): 

초급 단계 학습자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및 문법 영역에 대한 능력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Be able to improve the skills of beginner level learners in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vocabulary and grammar. 

 

과제물(Homeworks): 

과제는 각 단원에 맞는 수시 과제를 부여한다. 

The assignment assigns the tasks that are appropriate for each unit. 

 

Course Outline: 

● Week  1  

1 과 문법 1-1, 1-2 , 대화 1  

Unit 1 Grammar 1-1, 1-2 , Conversation 1 

 

문법 2-1 , 2-2, 대화 2, 과제 



Grammar 2-1 , 2-2, Conversation 2, Homework 

 

● Week  2  

듣고 이해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듣고 따라하기, 읽고 이해하기,  

읽고 말하기, 읽고 요약하기 

Listening and understanding, listening and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listening and 

following, reading and understanding, reading and speaking, reading and summarizing 

 

쓰기, 쓰고 말하기,  2 과 문법 1-1, 1-2 , 대화 1 

Writing, writing and speaking, Unit 2 Grammar 1-1, 1-2 , Conversation 1 

 

● Week  3  

문법 2-1, 2-2, 대화 2, 과제 

Grammar 2-1, 2-2, Conversation 2, Homework 

 

듣고 이해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듣고 따라하기, 읽고 이해가기,  

읽고 말하기, 읽고 요약하기 

Listening and understanding, listening and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listening and 

following, reading and understanding, reading and speaking, reading and summarizing 

 

● Week  4 

쓰기, 쓰고 말하기, 3 과 문법 1-1 , 1-2 , 대화 1 

Writing, writing and speaking, Unit 3 Grammar 1-1, 1-2 , Conversation 1 

 

문법 2-1 , 2-2 , 대화 2, 과제 

Grammar 2-1, 2-2, Conversation 2, Homework 

 

● Week  5  

듣고 이해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듣고 따라하기, 읽고 이해하기,  

읽고 말하기, 읽고 요약하기 

Listening and understanding, listening and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listening and 

following, reading and understanding, reading and speaking, reading and summarizing 

 

쓰기 , 쓰고 말하기 

Writing, writing and speaking 

 

● Week  6  

4 과 문법 1-1, 1-2 , 대화 1 

Unit 4 Grammar 1-1, 1-2, Conversation 1 

 

문법 2-1, 2-2, 대화 2, 과제 



Grammar 2-1, 2-2, Conversation 2, Homework 

 

● Week  7  

듣고 이해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듣고 따라하기 

Listening and understanding, listening and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listening and 

following 

 

읽고 이해하기, 읽고 말하기, 읽고 요약하기, 쓰기, 쓰고 말하기 

Reading and understanding, reading and speaking, reading and summarizing, writing, 

writing and speaking 

 

● Week  8 

- 중간고사 

- Mid-term Test 

 

● Week  9  

5 과 문법 1-1, 1-2 , 대화 1 

Unit 5 Grammar 1-1, 1-2 , Conversation 1 

 

문법 2-1, 2-2, 대화 2, 과제 

Grammar 2-1, 2-2, Conversation 2, Homework 

 

● Week 10  

듣고 이해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듣고 따라하기 

Listening and understanding, listening and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listening and 

following 

 

읽고 이해하기, 읽고 말하기, 읽고 요약하기, 쓰기, 쓰고 말하기 

Reading and understanding, reading and speaking, reading and summarizing, writing, 

writing and speaking 

 

● Week 11  

6 과 문법 1-1, 1-2 , 대화 1 

Unit 6 Grammar 1-1, 1-2, Conversation 1 

 

문법 2-1, 2-2, 대화 2, 과제 

Grammar 2-1, 2-2, Conversation 2, Homework 

 

● Week 12 

듣고 이해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듣고 따라하기 

Listening and understanding, listening and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listening and 

following 



 

읽고 이해하기, 읽고 말하기, 읽고 요약하기, 쓰기, 쓰고 말하기 

Reading and understanding, reading and speaking, reading and summarizing, writing, 

writing and speaking 

 

● Week 13 

7 과 문법 1-1, 1-2 , 대화 1 

Unit 7 Grammar 1-1, 1-2, Conversation 1 

문법 2-1, 2-2, 대화 2, 과제 

Grammar 2-1, 2-2, Conversation2, Homework 

 

● Week 14 

듣고 이해하기,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듣고 따라하기 

Listening and understanding, listening and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listening and 

following 

 

읽고 이해하기, 읽고 말하기, 읽고 요약하기, 쓰기, 쓰고 말하기 

Reading and understanding, reading and speaking, reading and summarizing, writing, 

writing and speaking 

 

● Week 15 

- 기말고사 

Final Exam 

 

Textbook(s) 

● 한국어 즐기기 2-A 

● Enjoy Korean 2-A 

 

Class Website: e-Class 

 

Course Assignments & Grading: 

 

● Midterm exam: 30% 

 

● Final exam: 30% 

 

● Attendance: 20% 

 

● Class participation: 10% 

 

● Occasional evaluation: 10% 

 

  



한국어 1(102) 

Korean 1(102) 

 

 

담당교수(Instructor): 권순용(SunYong Kwon)  교실(Classroom): TBA 

연구실(Office): 외국어 교육원 503 호   수업시간(Class Time): TBA 

연락처(Phone): 010-5710-3451    업무시간(Office Hours): TBA 

Email: yong3503@naver.com 

 

수업개요(Course Description): 

한국어 초급 2 수준에 맞는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교재의 내용에 따라 그에 맞는 어휘와 문법 등의 지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능적 측면도 향상시킬 수 잇는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수업은 발음과 어휘, 듣고 말하기, 문법, 듣기, 읽기, 쓰기 순으로 진행하며 

짝활동 및 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정착시킨다. 

Learning appropriate vocabulary and grammar usage and also reading, listening, writing 

skills by following the Textbook(Basic Korean 2) that composed with social and personal 

situation contents. 

  Pronunciation and Vocabulary, Listening and Speaking, Grammar, Listening, Reading, 

Writing will be class order and there will be group activity in the class. 

수업방법(Lecturing): 

강의식 및 PPT 

Lecturing and PPT 

 

수업목표(Course Goals & Objectives): 

초급 학습자에게 필요한 어휘 및 기본 문법을 학습하고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생활문과 실용문을 듣고 읽고 쓸 

수 있도록 한다. 

Learning fundamental vocabulary and grammar skills for learner to have a basic conversation 

and practice by reading, listening and writing the daily statement. 

 

과제물(Homeworks): 

표현, 대화 1&2 정리 

Expression, Conversation 1&2 

 

Course Outline: 

● Week  1  

- 레벨테스트 



- Level test 

 

● Week  2  

어휘 및 표현, 문법 1-1 N(이)라고 하다 

Vocabulary and Expression, Grammar 1-1 N(이)라고 하다 

- 격식을 갖춰 자기소개하기 

Introducing yourself with formality 

 

문법 1-2 V/A-아/어/여서 (이유), 대화 1 

Grammar 1-2 V/A-아/어/여서 (reason), Conversation 1 

- 청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기 

Expressing your situation to listener 

 

● Week  3  

문법 2-1 V-(으)ㄴ N 

Grammar 2-1 V-(으)ㄴ N 

 

- 관형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기 

- Delivering your situation by using idiom 

 

문법 2-2 V-(으)ㄴ 지, 대화 2, 과제 

Grammar 2-2 V-(으)ㄴ 지, Conversation 2, Homework 

 

- 배운 문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인터뷰하기. 

- Interviewing others by using grammar you learned 

 

● Week  4 

어휘 및 표현, 문법 1-1 V-고 나서 

Vocabulary and Expression, Grammar 1-1 V-고 나서 

 

- 일상생활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 

- Having a conversation about daily life 

 

문법 1-2 V/A-거나, 대화 1 

Grammar 1-2 V/A-거나, Conversation 1 

 

- 주말 계획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 

- Having a conversation about weekend plan 



 

 

● Week  5  

문법 2-1 N 동안, V-는 동안 

Grammar 2-1 N 동안, V-는 동안 

 

- 어떤 기간 동안에 한 일을 이야기하기 

- Having a conversation about what did you do 

 

문법 2-2 V(으)ㄹ까 하다, 대화 2, 과제 

Grammar 2-2 V(으)ㄹ까 하다, Conversation 2, Homework 

 

- 일상생활을 상대방에게 소개하기 

- Introducing your daily life  

 

● Week  6  

어휘 및 표현, 문법 1-1 V-아/어/여 보다 

Vocabulary and Expression, Grammar 1-1 V-아/어/여 보다 

 

- 특별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 Talk about your own special experience 

 

문법 1-2 N 에다(가), 대화 1 

Grammar 1-2 N 에다(가), Conversation 1 

 

- 음식을 소개하기 

- Introducing food 

-  

● Week  7  

- 중간고사 

- Mid-term Test 

 

● Week  8 

문법 2-1 V-(으)ㄴ 적이 있다/없다 

Grammar 2-1 V-(으)ㄴ 적이 있다/없다 

 

- 자신의 경험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 Express your experience to others 



 

 

문법 2-2 V-(으)면 되다, 대화 2, 과제 

Grammar 2-2 V-(으)면 되다, Conversation 2, Homework  

 

- 음식을 먹는 법에 대해 묻기 

- Asking about how to eat food 

 

● Week  9  

어휘 및 표현, 문법 1-1 A-(으)ㄴ 것 같다 

Vocabulary and Expression, Grammar 1-1 A-(으)ㄴ 것 같다 

 

- 자신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 Express your feelings to others 

 

문법 1-2 V-아/어/여 드릴까요?, 대화 1 

Grammar 1-2 V-아/어/여 드릴까요? Conversation 1 

 

- 물건을 교환하기 

- Exchange goods 

 

● Week 10  

문법 2-1 V/A-았/었/였으면 좋겠다, 

Grammar 2-1 V/A-았/었/였으면 좋겠다, 

문법 2-2 V/A-기는 하지만 (-긴 하지만) 

Grammar 2-2 V/A-기는 하지만 (-긴 하지만) 

 

대화 2, 과제 

Conversation 2, Homework 

 

- 자기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기 

- Introducing the food of your country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 

문법 1-1 V-는지 /A-(으)s 지 알다/모르다. 

Grammar 1-1 V-는지 /A-(으)s 지 알다/모르다. 

N 인지 알다/모르다 



- 지하철에서 길 묻기 

- Asking for directions on the subway 

 

● Week 11  

문법 1-2 V/A-아/어/여 하다, 대화 1, 

Grammar 1-2 V/A-아/어/여 하다, Conversation 1 

문법 2-1 V-(으)려면 

Grammar 2-1 V-(으)려면 

 

- 모르는 사람에게 교통편을 가르쳐주기 

- Teach transportation to strangers 

 

● Week 12 

어휘 및 표현, 문법 1-1 V/A-아/어/여도 되다 

Vocabulary and Expression, Grammar 1-1 V/A-아/어/여도 되다 

 

- 상대방의 의향을 묻기 

- Asking the other's intention 

 

문법 1-2 V/A-(으)면 안 되다, 대화 1 

Grammar 1-2 V/A-(으)면 안 되다, Conversation 1 

문법 2-1 V/A-(으)ㄹ 때 

Grammar 2-1 V/A-(으)ㄹ 때 

 

- 한국 예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 Talk about Korean manners 

 

● Week 13 

문법 2-2 V-지 말다, 대화 2, 과제 

Grammar 2-2 V-지 말다, Conversation 2, Homework 

 

- 여러 나라의 예절에 대해 인터뷰하기 

- Interviewing etiquettes in different countries 

 

어휘 및 표현, 

Vocabulary and Expression, 

 



문법 1-1 V/A-(으)ㄹ 거예요 (추측) 

Grammar 1-1 V/A-(으)ㄹ 거예요 (Guessing) 

문법 1-2 N 에 비해서 

Grammar 1-2 N 에 비해서 

 

- 은행에서 환전하기 

-  Exchange money at the bank 

    

● Week 14 

대화 1, 문법 2-1 V-아/어/여 있다 

Conversation 1, Grammar 2-1 V-아/어/여 있다 

 

- 상대방에게 조언하기 

- Advice to others 

 

문법 2-2 V-(으)ㄹ N, 대화 2, 과제 

Grammar 2-2 V-(으)ㄹ N, Conversation 2, Homework 

 

-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기 

- Sending a parcel from the post office 

 

● Week 15 

- 기말고사 

Final Exam 

 

Textbook(s) 

● 한국어 즐기기 2-A 

● Enjoy Korean 2-A 

 

Class Website: e-Class 

 

Course Assignments & Grading: 

 

● Midterm exam: 20% 

 

● Final exam: 30% 

 

● Attendance: 20% 

 

● Homework: 20% 



 

● Class participation: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