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llabus for Korean Advanced Term 1 <Sejong Korean 7>                                                         Thursday 19:00~21:00 

weeks 주제 Topics 기능 functions 문법 Grammar points 어휘 vocabulary 

1 

 

21th Feb 1과 취미생활  

Hobbies 

취미 활동 추천하기  

취미 생활의 좋은 점 이야기하기 

-지 그래 

-다 보면 

취미활동 

취미 활동의 좋은점 

2 28th Feb  2과 증상과 치료 

Symptoms and treatment 

증상 설명하기  

치료방법 이야기하기 

-다가 

-는/(으)ㄴ 데에 

외상 

몸의 이상 증상 

3 7th Mar 3과 인터넷과 컴퓨터 

Internet and Computer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하기 

컴퓨터 사용법 설명하기 

-던데 

-는/(으)ㄴ 대로 

인터넷 검색 

컴퓨터 이용 

4 14th Mar 4과 가족 

Family 

인물의 성격 묘사하기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든지 

-답다 

성격과 특징 

가족 관계 

5 21th Mar 5과 구인 구직 

Employment and Recruitment 

구인 정보 전달하기  

구인 정보 문의하기  

-더라고 

-나/(으)ㄴ 가 

구인 구직 

제출 서류  

6 28th Mar 6과 소비 습관 

Spending habit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물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아도/어도 

-는/(으)ㄴ 데다가 

소비 

물가 

7 4th Apr 7과 첫인상 

First impression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인상과 별명에 대해 이야기하기 

-고 보니 

-는/(으)ㄴ/(으)ㄹ 줄 알다/모르다 

인상 

성격 

8 11th Apr 8과 소문 

Rumors 

소문 전하기  

소문에 대해 반응하기  

-대, -냬 

-래, -재 

소문 

소문에 대한 반응 

Break 

9 2th May 9과 결혼 

Wedding 

연애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결혼의 풍습에 대해 설명하기  

-는 대신에 

-냐면 

연애와 결혼 

결혼 풍습 

10 9th May 10과 방송 

Broadcasting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 설명하기  

방송 보고 감상 이야기하기  

-나/(으)s가 보다 

-(으)면서도  

방송 감상과 평가  

드라마에 대한 평가 

11 16th May 11과 사고 경험 

Accident experience 

사고를 당한 경위 이야기하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사항 말하기  

-는 바람에  

-(으)ㄹ 뻔하다  

사고 경위 

사고 주의  

12 23th May 12과 면접 

Interview 

면접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면접에서 자기소개하기 

-(으)ㄹ걸 (그랬다) 

-고자 하다 

면접 주의 사항 

자기 소개 

13 30th May 13과 지리 

Geography 

지리적 특성 설명하기  

자연 환경 설명하기  

(으)로서 

-(으)며 

지리  

지형 

14 6th Jun 14과 나라 소개 

Introducing countries  

국가의 객관적 특징, 상징에 대해 이야기 하기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하면 

- 

상징  

산업  

15 13th Jun 1~14과 복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