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llabus for Sejong Korean 2 

Week 주제 Topics 기능 Functions 문법 Grammar points 어휘 Vocabulary 

1 
Lesson 1 안부 

Saying Hello 

안부 묻기 Greetings 

근황에 대해 묻고 답하기 Talking about recent events 

-고 

그런데 

안부 Greetings 

근황 Recent events 

2 
Lesson 2 취미활동 

Hobbies 

취미 이야기하기 Talking about hobbies 

빈도 이야기하기 Talking about how often you do activities 

못 

-아서/어서 

취미 Hobbies 

빈도 Frequency 

3 
Lesson 3 음식 

Food 

음식 주문하기 Ordering food 

맛 이야기하기 Talking about taste 

-(으)ㄹ래요 

무슨 

음식 Foods 

맛 Taste 

4 
Lesson 4 교통 

Transportation 

교통수단에 대해 묻고 답하기 

Talking about different modes of transportation 

이/가 걸리다 

...에서 ...까지 

교통수단 Modes of transportation 

교통수단 이용 Use of transportation 

5 
Lesson 5 길 찾기 

Getting Directions 
길 묻고 답하기 Asking for and giving Directions 

(으)로 

-아서/어서 

방향 Directions 

이동 Movement 

6 
Lesson 6 전화 

Phone calls 

전화번호 묻고 답하기 Asking for/giving one’s phone number 

전화하기 Making a phone call 

-아/어 주다 

-지요 

전화 Phone calls 

통화표현 Expressions for phone calls 

7 
Lesson 7 외모 

Appearance 
외모 묘사하기 Describing appearance 

-(으)ㄴ 

-고 있다 

외모 Appearance 

옷차림 Dress 

8 
Lesson 8 가족 

Family 

가족 소개하기 Introducing my family 

가족에 대해 묻고 답하기 Talking about my family 

의 

-(으)시- 

가족 Family 

졲대표현 Honorific Expressions 

9 
Lesson 9 여행 

Travel 

여행 경험 이야기하기 Talking about travel experiences 

여행 계획 이야기하기 Talking about travel plans 

-아/어 보다 

-고 싶다 

여행지 특징 Features of attractions 

여행지 Attractions 

10 
Lesson 10 건강 

Health 

증상 이야기하기 Talking about symptoms 

조언하기 Giving advice 

-지 말다 

-(으)ㄴ 후에 

몸 The body 

건강 상태 Health conditions 

11 
Lesson 11 모임 

Gatherings 
모임 준비하기 Preparing for social and family gatherings 

-아야/어야 하다 

-(으)ㄹ게요 

모임에 필요한 것 / 모임 준비 

Things / Preparation for a gathering 

12 
Lesson 12 고향 

Hometowns 
고향 소개하기 Introducing your hometown 

-지만 

보다 

장소 묘사 

Place descriptions 

13 
Lesson 13 기분과 감정 

Feelings and Emotions 

기분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Talking about feelings and emotions 

-(으)ㄹ 때 

-(으)러 가다 

감정 Emotions 

기분 전환 Change of pace 

14 
Lesson 14 미래 

Future Plans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Talking about my plans for the future 

-(으)려고 

-(으)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Reasons for 

studying Korean 희망 사항 Wishes 

15 Lesson 1~14 한국어 뽐내기 Speaking Day and/or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