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llabus for Korean Advanced Term 2 <Sejong Korean 8>                                                          Thursday 19:00~21:00 

Weeks 주제 Topics 기능 functions 문법 Grammar points 어휘 vocabulary 

1 

 

5th Sep  1과 인생계획  

Life plans 

인생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계획 실현에 대해 이야기하기 

-는 대로 

-기에는 

계획  

계획 실현 

2 12th Sep 제2과 건강과 운동 

Health and exercise 

몸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 이야기하기 

체조를 k는 절차와 방법 설명하기 

-다면서 

-(으)ㄴ 채(로) 

몸 상태와 운동 

싞체호라동 

3 19th Sep 3과 존경하는 인물 

People I admire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특정 인물의 일생 이야기하기 

에도 불구하고 

(으)로 불리다 

고난과 시련 

업적 

4 26th Sep 4과 건축 

Architecture 

건축물에 대한 감상 이야기하기 

건축물 소개하기 

-(으)ㄹ 만하다 

-아지다/어지다 

건축물의 특징 

건축 

5 3th Oct 5과 자연 

Nature 

자연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식물의 성장 과정 설명하기  

-(으)ㄹ수록 

-자 

계절의 변화 

식물의 성장 

6 10th Oct 6과 기술의 발전 

Development of technology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활의 변화 이야기하기 

-다니 

-(으)ㄹ 때만 해도 

기술에 대한 평가 

제품의 기능 

7 17th Oct 7과 찬성과 반대 

Favor and opposition  

비격식적인 토롞하기 

격식적인 토롞하기 

-는/-(으)ㄴ 거 아닐까 

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 표현 

의견에 대한 평가 

8 24th Oct 8과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 뉴스 전달하기 

자연재해의 피해 상황 설명하기 

(으)로  

에 따르면 

자연 재해의 피해  

9 31th Oct 9과 업무지시 

Work orders 

업무 지시하기 

업무 진행 상황을 묻고 답하기 

-더라도 

-아/어 가다 

업무의 종류  

업무 진행 

10 7th Nov 10과 이야기 

Story-telling 

실감 나게 이야기하기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는/-(으)ㄴ 것이다 

-았더니/었더니 

이야기에 쓰이는 표현 

비유적 표현 

11 14th Nov 11과 습관 

Habits 

습관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습관 제안하기 

-다 보니까 

-아야/어야 

습관 관련 표현 

좋은 습관 

12 21th Nov 12과 사회 변화 

Social changes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에 비해서 

-(으)ㄹ 텐데 

국제화와 세계화 

사회 변화에 관한 표현 

13 28th Nov 13과 업무협의 

Discussions for work 

업무 현의 요청하기 

업무에 대해 의논하기 

-(으)ㄹ 듯하다 

-(으)ㄹ 테니까 

의논 

문제 해결 

14 5th Dec 14과 졸업 

Graduation 

졸업을 앞둔 소감 말하기 

졸업 답사하기  

-굮/구나 

-다더니 

졸업을 앞둔 심정 

졸업식의 상투적 표현 

15 12th Dec 1~14과 복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