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과정 급별 교육내용

Ⅰ. 1급
  - 한국어의 기초 발음 및 기본 문형 연습

  -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 활용형 익히기

  - 간단한 일상생활 회화 듣기 연습 및 실용적인 기초 회화 연습

  - 주요활동: 게임을 통한 숫자 익히기, 그림 카드를 통해 동사 및 형용사 익히기,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길 찾기, 메뉴판 보고 음식 주문하기 등

  - 주별 강의 계획

주 문법 회화

1주 자모 익히기, 인사말 익히기 자음과 모음 발음 연습하기, 자기소개

2주
가족 명칭 알기, 위치와 장소 표현 익히기, 

격식체 문장 익히기
위치와 장소 표현 말하기

3주 형용사, 부정형 표현, 비격식체 문장
계절과 날씨 말하기, 주말 활동 말하기,

비격식제 문장 연습하기

4주 숫자, 시간표현, 물건 사기, 과거형 익히기 숫자 말학, 시간 말하기, 과거의 일 말하기

5주 전화 표현, 높임말 연습 친구와 어른께 전화하기

6주 음식 주문과 길 묻기 표현 익히기 주문하기, 초대한 친구 집 찾아가기

7주 약속, 추측, 부탁 표현 익히기 약속 정하기, 추측하여 말하기, 부탁하기

8주 금지, 비교 표현, 관형형 익히기 금지 표현 말하기, 여러 문화 비교하기



Ⅱ. 2급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형 연습하기

  - 한국어의 여러 운음규칙과 발음규칙 익히기

  - 다양한 연결어미를 이용한 문장 연결하여 말하기

  - 한국의 전통과 문화 익히기

  - 주요 활동: 공공기관 이용하기(신청 서류), 물건 빌려 보기(도서관이나 친구한테서), 표지

판 읽고 이해하기, 한국 친구 집 방문하기, 쇼핑,병원 찾아가기, 그림을 보고 

추측하기, 한국 문화 이해하기, 자기나라에 대해 소개하기

  - 주별 강의 계획

 

주 문법 회화

1주 한국의 전통, 문화 익히기 한국의 명절과 예절에 대해 말하기

2주 취미, 취향 알고 쇼핑하기 물건이나 선물 추천하기

3주 병원, 약국 가기 증상 말하기, 병원과 약국 이용하기

4주 빌리기 표현 익히기, 공공기관 이용하기 도서관, 은행 이용하기

5주 공공기관 이용하기, 외모 표현 익히기 우체국, 미용실 이용하기

6주 직장에서의 표현 익히기 외국 생활에 대해 말하기

7주 정보에 대해 질문, 확인하기 물어 보기, 계획하기

8주 변화, 경험 표현 익히기 문제 해결하기, 경험 말하기



Ⅲ. 3급
  - 한국어의 다양한 연결어미, 연결 표현을 통해 문장의 확장 연습하기

  -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간접인용문 익히기

  - 실용적인 중급 문형으로 심화된 산문을 읽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 일상 생활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 능력 키우기

  - 주요 활동: 신문에서의 일기예보 말하기, 결혼식에 대해 말하기, 각 나라의 유명한 곳 

소개하기, 남녀의 역할 이야기하기, 식성 이야기하기, 한국의 문화를 알고 

자국의 문화 발표하기

  - 주별 강의 계획

주 문법 회화

1주
간접화법 연습하기

(청유, 서술, 명령, 질문)
성격, 직업, 취미, 어휘 이용하여 자기소개

2주 다양한 이유 표현 익히기(긍정, 부정) 원하는 조건 말하기, 역할극

3주 추측 표현 익히기, 관용 표현 익히기 남녀의 역할 말하기, 소토론

4주 원인과 결과 표현, 한정 표현 익히기 맛과 식성에 대해 말하기

5주 한국 속담 익히기, 인용 표현 익히기 날씨와 관련된 생활, 변화 말하기

6주 사동 표현 익히기, 비유 표현 익히기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하기

7주 후회 표현 익히기, 정의 표현 익히기 자국의 문화, 축제에 대하여 발표하기

8주 피동 표현 익히기, 비교 대조 표현 자국의 옛날이야기에 대해 발표하기



Ⅲ. 4급
  - 일상생활의 어휘, 문형뿐만 아니라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서 쓰이는 어휘, 문형 학

습하기

  - 한국어의 구어와 문어의 차이 인식하기

  - 가치관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해하고 말하기

  - 타인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객관화하여 발표하기

  - 주요 활동: 설득하는 역할극, 군대 문화에 대한 좌담회, 뉴스 말하기, 인터뷰를 통해 한

국과 한국인에 대해 조사 발표하기 등

주 문법 회화

1주
여행에 대한 계획과 경험담 읽고 쓰기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담을 써보기
성격 표현 익히고 자기소개 하기

2주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글 읽기

한국의 신화에 대해서 공부하기
남녀 차이 이야기하기

3주
각국의 취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써보기

가치관과 세대차이에 대해 공부하기
직업 선택에 대해 말하기

4주
한국의 전래 동화에 대해 공부하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기
문화 차이에 대해 말하기

5주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써보기

한국의 전통 음악에 대해 공부하기
돈과 생활에 대해 말하기

6주
뉴스 읽기 및 각국의 미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

고 써보기
한국 사람과 군대 문화

7주
각국의 동창회와 군대 문화에 대해 비교 이야기 

하기
뉴스 전달하기

8주
한국의 기후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교하여 글쓰기

함께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 비교 및 글쓰기
도시 생활과 기농에 대해 말하기



Ⅲ. 5급
  - 긴 복합문과 내포문을 연결하여 말하기

  - 토론과 토의, 간담회 등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

  - 과학이나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시사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 가상된 상황을 추측하고 상상하여 말하기

  - 주요 활동: 조를 만들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기, 연극 대본을 만들어 

연극 만들기, 신문이나 잡지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문제애 

대해 토의 하기 등

  - 주별 강의 계획

주 문법 회화

1주 한국의 초대 문화 이해하기 가치과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여 말하기

2주 문화도시 “서울”에 대해 알기 자선활동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3주 환경 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의성어, 의태어를 이용하여 광고기획안 만들기

4주 웃음이 주는 효용 알기 한국의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연극 대본 만들기

5주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기 대화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6주 언어 학습법에 대해 익히기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점에 대해 말하기

7주 장애인에 관해 이야기하기 재판 활동을 통해 논리적으로 말하기

8주 현대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기 사회 변동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에 대해 논의



Ⅲ. 6급
  - 관용구, 속담과 사자성어를 익혀 유창하게 말하기

  - 고급 어휘와 문형을 익혀 리포트나 보고서 작성하기

  - 한국의 문화,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나라와 비교하여 발표하기

  - 대학 강의를 듣고 요약할 정도의 듣기 읽기 능력을 키우기

  -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토론하기

  - 주요 활동: 영화 만들기, 한국의 전통 문화 찾아 인터뷰하기, 한국의 문학(시, 소설) 개작

하기, 경제나 사회 문제 좌담회, 한국의 여러 분야에 대한 퀴즈쇼 등

  - 주별 강의 계획

주 문법 회화

1주 한국의 역사와 유적지에 대해 알기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2주 한국의 대학생활과 동아리에 대해 알기 전통을 이어가는 곳 인터뷰하고 발표하기

3주 한국의 결혼 문화 이해하기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하기

4주 전공과 진로 탐색하기 한국의 시, 노래를 이해하고 제작하기

5주 꿈과 해몽에 관해 알아보기 팀을 구성하여 영화 만들기

6주 각종 기념일과 선물에 관해 알아보기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 알기

7주 한국의 전래동화 이해하기 문화 강좌에 대해 설명하기

8주 속담과 사자성어 익히기 창의적인 생각 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