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llabus for Sejong Korean 6 

weeks 주제 Topics 듣고 말하기 기능 Hear and talk functions 문법 Grammar points 어휘 vocabulary 

1 
여행 경험 

Travel experience 

여행지에 대한 감상 

The destination 

Observed past tense-더라 

Connective ending ㄴ/은/는데 

여행지에 대한 감상, 묘사 

Descriptions of the destination 

2 
사과 

Apology 

사과 표현 

Apologies 

Causal connective -느라고   

Causative connective-도록 하다 

사과와 다짐 

Apologies and pledges 

3 
나라에 따른 다른 문화 

Different cultures  

문화 차이 

Cultural differences 

Unlike 와/과 달리  

Maybe because -아서/어서 그런지 

문화 차이 

Cultural differences 

4 
도시 

Cities 

도시 특징 

Features of the city 

Written Korean 

문어체 

도시의 특징과 묘사 

City Features and descriptions 

5 
동물 

Animals 

동물의 특징 

Animals` characteristics 

ㅎirregular conjugationㅎ불규칙 활용 

Long negative -지 않다/-지 못하다 

동물의 특징 

Animal characteristics 

6 
예절과 규칙 

Etiquette and rules 

예절과 규칙 

Etiquette and rules 

Obligation duty  

-ㄹ/을 것 

생활 예절, 공공 규칙 

Life etiquette and public rules 

7 
우리집 

My house 

집의 구조 

Structure of houses 

Approximately the same as 만 하다  

Do for future reference-아/어 두다, 놓다 

집의 구조와 상태 

House structure and condition  

8 
스타와 팬 

Stars and fan 

좋아하는 스타 

Your favorite stars 

At least -라도/이라도 

Causal connective -느라고 

스타, 팬활동 

Star and fans` activity 

9 
일하고 싶은 회사 

Firms where you want to work 

일하고 싶은 회사 

Work and firms where you want to work 

Not just—but—ㄹ/을 뿐만 아니라  

Indeed -야/이야말로 

직장 선택 

Choice of work places 

10 
소식 

The news 

좋은 소식 나쁜 소식 

Good news, bad news  

Quoted statement1 

-다고 하다, -자고 하다 

소식과 소식에 대한 반응 

News and reactions to it 

11 
전달 

Delivering information 

전달된 업무 

Work involved in delivering information 

Quoted statement2 

-라고/으라고, 냐고/으냐고 하다 

행사 준비 관련 전달 사항 

Preparing for events 

12 
수선과 수리 

Repairs  

수리를 부탁하는 방법 

How to ask for repairs 

Quoted statement2 

-아/어 달라고 하다, ㄴ/은/는 지 

수리가 필요한 원인 

Causes that require repairs 

13 
언어와 문화 

Language and culture 

관용어와 비유 표현 

Korean idioms and analogies 

르 irregular conjugation 

르 불규칙 활용 

싞체 관용 

Body idioms 

14 
이별 

Farewells 

이별과 관련된 감정 표현 

Feelings related to parting 

Intentive connective-려니까/으려니까  

Retrospective modifier 던 

이별, 감정 

Parting and emotions 

15 
한국어 뽐내기 & 종강 파티 

Oral test & Pa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