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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demic Korean 교양한국어(Credit학점: 6) 

Course 

교과목명 

Course Description 

교과목기술 

Korean Level 1 Aims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Korean alphabet and speak basic Korean needed on a daily basis. 

Students will be able to satisfy a limited number of immediate needs such as greetings, self-introduction, 

buying things, ordering food, making arrangements, etc. Students will also be able to read and write memos 

on the bulletin board, compose invitations, write and understand e-mail and comprehend daily life-based 

articles. Students will learn about Korean names and titles, public transportation, hobbies and many other 

topics which are related to ordinary life. This will help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and 

culture. Students will be able to appreciate the beginner level of literary writings by acquiring a linguistic 

sense of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I 한글 자모를 익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사 나누기,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듣고 말할 수 있다. 게시

판의 글, 초대장, 이메일, 생활문 등을 읽고 쓸 수 있으며 한국인의 이름과 호칭, 대중교통, 취미 활동 등 일

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배워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또한 초급에 맞게 제공된 문학작품

을 한국어의 언어적 감각을 습득해 감상할 수 있다. 

Korean Level 2 Aims for students to speak Korean necessary for daily life and to learn appropriate expressions in order to 

successfully handle uncomplicated communicative tasks such as ordering, requesting, recommending, 

reserving, etc. Students will be able to read and write advertisements, notices, e-mail, and daily life-based 

articles. Students will also be able to learn about Korean traditional festivals, food, traditional markets, etc. 

which are related to ordinary life and culture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an appreciation of literature and improve their reading comprehension through exposure 

to poems, traditional fairy tales, etc. 

한국어II 적절한 기능 표현을 사용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일을 수행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문하

기, 요청하기, 예약하기 등과 같은 일상과 관련된 대화를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광고문, 안내문, 이

메일, 생활문 등의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한국의 명절과 음식, 재래시장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배

워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그리고 시, 전래동화 등의 문학작품을 접함으로써 문학을 감상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Korean Level 3 Aims for students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in topics not only of personal interest but of more 

complicated nature. Students will be able to make formal requests and refusals and to discern between and 

practice formal and informal ways of saying things using appropriate words and phrases in relatively simple 

situations. Students will be able to read and write on daily or social issues and understand and enjoy Korean 

literature while becoming more intimate with the Korean perspective. 

한국어III 개인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공적으로 부탁하기/

거절하기, 비격식적/격식적 사과하기 등 비교적 간단한 상황에서 적절한 어법을 선택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주제, 친숙한 사회적 주제에 관한 서술의 글, 정의의 글 등 다양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쓸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배우며 문학작품 내용을 이해하

고 감상할 수 있다. 

Academic 

Korean 1 

Aims to prepare students for successful academic pursuits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by 

practicing presentation, discussion, essay writing, and note taking in Korean. Students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discussions and debates for academic outcomes and learn how to present pros and cons, make 

assumptions, criticize, contradict, and support their opinion with appropriate evidences. In addition, students 

will be trained how to present, sharpen their analytical skills, and engage in peer-critique sessions so that 

they become better presenters. Students will also be able to read and understand writing on varied topics 



related to required coursework, deliver their ideas in different situations, and write reports using appropriate 

academic conventions and logic. 

학문목적한국어I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강의 수강, 발표, 토론, 보고서 작성 등 학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문적인 활동을 위해 토론/토의 활동을 연습한다. 특히 

찬반 주장하기, 가정해서 말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기, 반박하기, 근거를 제시하여 말하기 등을 익

혀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조사 발표

하기, 조사 분석하기, 비평하기 등을 훈련한다. 그리고 교양과목 이수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내

용을 파악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구성을 갖춘 글

쓰기를 하여 보고서를 쓸 수 있다. 

Academic 

Korean 2 

Aims for students to reach the highest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 and to acquire the sophisticated 

knowledge needed to take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Students will study social changes, law and 

order, gender and society, science and morals, art appreciation, architecture and customs in the categories of 

culture, society, natural science and arts. Students will be able to make further improvements in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by learning how to present pros and cons and to deliver ideas for academic 

outcomes. Students will also learn and employ successful reading strategies such as keyword, summarization 

and prediction using visual materials. This will effectively prepare students for the academic requirements of 

their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such as report writing, critical essays, and columns, and field-trip 

essays. 

학문목적한국어II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최고급의 언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전

공과목을 수강할 때 필요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원 주제를 인문·사회과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 예술 분야로 나누어 사회의 변화, 법과 질서, 성과 사회, 과학과 윤리, 예술의 이해, 건

축과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학문 활동에 필요한 찬반토론, 주제 발표 등을 익혀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킨다. 핵심어 찾기, 요약하기, 시각자료를 활용한 내용 예측하기 등 읽기 전략

을 학습하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관련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보고서, 비평문, 칼럼, 답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를 할 수 있다.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Introduction 

Aims for students to use various vocabulary and expressions in daily and social life. Students will be able to 

articulate things related to their business or work using professional terms and expressions. Students will be 

able to persuade, agree or disagree with other opinions by learning proper techniques of speaking needed 

for discussions. Students will also be able to read and write on social and abstract topics and to have in-

depth understandings of Korean culture by studying Korean literature and customs. 

한국어와한국문

화:기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어휘, 표현을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자신의 일과 직접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상대방 의견

에 찬성, 반대, 반박, 설득 등 토론에 필요한 말하기 기술을 학습해 적절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사회적, 

추상적 주제의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문학작품, 한국의 풍습 등을 학습해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

해를 할 수 있다. 

 Practical Korean 생활한국어(Credit학점: 3)  

 Students can register courses without level test. 분반시험(레벨테스트) 없이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Course 

교과목명 

Course Description 

교과목기술 

Practical Korean 

Beginner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speak basic Korean needed for everyday life.  

・This course is organized for students who need to learn Hangul, which is Korean alphabet. 

・Students will learn Hangul and get used to correct pronunciation and learn basic grammar and expressions 

for daily life.  



・Students will improve their proficiency in Korean and will be able to communicate with Koreans. 

・Students will learn basic Korean expressions needed in daily life such as greetings, self-introduction, asking 

date and time, talking about weekend activities and introducing family. 

기초생활한국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어의 자모 학습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글 자모를 익히고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며 한국어 회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문법 및 표현을 익힌다.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어의 기초적인 어학능력을 신장시키고 한국인과 의사소통

을 가능하게 한다.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날짜 및 시간 묻기, 주말 활동 이야기하기, 가족 소개하기 등과 같이 한국에서 생

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한국어를 습득한다. 

Practical Korean 

Elementary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speak basic Korean needed for everyday life.  

・This course is organized for students who can read and speak Hangul, communicate in basic Korean such 

as introducing oneself, school life, and activities in weekends. 

・This course is more focused on speaking and listening. Students will learn Korean expressions needed in 

everyday life such as shopping at a store, talking about hobbies, ordering foods in a restaurant, making 

phone calls, and making appointments. 

초급생활한국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회화를 구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어의 자모를 읽고 쓸 수 있으며 날짜, 시간 등을 한국어로 말할 수 있고 자기소개, 학교생활, 주말 활

동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말하기와 듣기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물건 사기, 취미 말하기, 음식 주문하기, 전화하기, 약

속하기 등과 같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신장시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Practical Korean 

Intermediate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learn various practical expressions with a basic knowledge of Korean grammar 

and communication skills. 

・This course is organized for students who can fluently utilize Korean tense(past/present/future), count 

numbers, use honorific forms of Korean and Modifier of adjectives/verbs. 

・Students will learn practical Korean expressions needed in daily life such as Shopping in a store, talking 

about travel experience, making reservations. 

중급생활한국어 ・기본적인 한국어 문법 지식과 회화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실용적인 표현

들을 익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과거/현재/미래 등의 시제, 한국어 숫자 말하기, 높임 표현, 형용사/동사의 관형형 등을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쇼핑하기, 여행 경험 말하기, 예약하기 등 한국 생활 중 다소 복잡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한국

어를 습득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Practical Korean 

Advanced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communicate in Korean in a variety of situations for everyday life. 

・This course is aimed for students who can talk about one's experiences such as life in Korea, Korean foods, 

travel and compare more than two things and use proper grammar among several grammars that express 

reasons. 

・Students will learn practical Korean expressions needed in daily life such as asking a favor, asking how to 

get to a destination, communicating in a bank or a post office, etc. 

고급생활한국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상황에서 적절한 회화를 구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 생활, 한국 음식, 여행 등의 주제에 대해서 경험한 바를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거나 다양한 이유 표현을 사용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탁하기, 길 찾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은행 및 우체국 이용하기 등과 같

이 공공시설 이용 등 사회적인 활동에 필요한 한국어를 습득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