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urse Open : 2023. Sept~ 

Day Theme Expression Grammar 

1 Korean Alhphabet Single Vowels / Consonants -

2 Korean Alhphabet Double Consosnats / Double Vowels -

3 Korean Alhphabet Final Consonants / Double Final Consonants -

4 Korean Alhphabet Pronunciation / Vocabulary - 1 -

5 Korean Alhphabet Pronunciation / Vocabulary - 2 -

6 Korean Alhphabet 교실 한국어와 인사 -

7 소개 (Introductioins)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I'm Americna) N이에요/예요?

8 소개 (Introductioins) 팅팅 씨는 학생이에요? (Tingting, are you a student?) N은/는, N이/가 아니에요

9 물건 (Items and Objects) 이거는 뭐예요? (What is this?) 이거/그거/저거, N(의) N

10 물건 (Items and Objects) 휴지가 있어요? (Do you have any tissues?) 이/그/저 N, N이/가 있어요/없어요

11 음식과 주문 (Food and Ordering) 오렌지 주스 주세요 (Please give me some ornage juice) V-(으)세요 / 수 1(하나, 둘, 셋…)

12 음식과 주문 (Food and Ordering) 비빔밥하고 콜라 한 병 주세요 (Please give me bibimbap and a bottle of cola) N 개/병/잔/그릇, N하고 N

13 일상생활 (Daily Life) 지금 뭐 해요? (What are you doing?) V-아요/어요, N을/를

14 일상생활 (Daily Life) 어디에 가요? (Where do you go?) N에 가다/오다, N에서

15 쇼핑 (Shopping) 뭐가 맛있어요? (What tastes delicious?) N이/가 A-아요/어요, 안 A/V

16 쇼핑 (Shopping) 얼마예요? (How much is it?) N도, 수 2(일, 십, 백, 천…)

17 시간과 날짜 (Time and Date)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now?) N에, V-고

18 시간과 날짜 (Time and Date) 시험이 며칠이에요? (Which day is the test on?) N부터 N까지, A/V-았어요/었어요, ㄷ불규칙

19 날씨와 생활 (Weather and Life) 오늘 날씨가 추워요 (It cold today) ㅂ 불규칙, V-(으)ㄹ까요?

20 날씨와 생활 (Weather and Life) 어디에 있어요? (Wherer is it?) N에 있다/없다, N(으)로

21 패턴으로 배우는 한국어 패턴 + 중간 Test

22 가족 (Family) 이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This person is my father) N(이)세요, A/V-(으)세요

23 가족 (Family) 어머니는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What did your mother use to do?) A/V-(으)셨어요, A/V-고

24 쇼핑 2 (Shopping) 한번 입어 보세요 (Try it on) -'탈락, V-아/어 보세요

25 쇼핑 2 (Shopping) 더 긴 치마는 없어요? (Isn't there a longer skirt?) A-(으)ㄴ N, 'ㄹ'탈락

26 여행 (Travel)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에 갈 거예요 (If the weather is nice, I'm going to to to Hallasan) V-(으)ㄹ 거예요, A/V-(으)면

27 여행 (Travel) 막국수는 강원도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Makguksu is a food that's eaten a lot in Gangwondo) V-는 N, A/V-지 않다

28 취미 (Habbies)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tennis) 못 V, V-고 싶다

29 취미 (Habbies) 저는 등산하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go hiking) V-는 것, A/V-지만

30 은행과 우체국 (Bank and Post Office)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I want to open an account) A-(으)ㄴ데요, V-는데요, N인데요, V-아/어 주세요

31 은행과 우체국 (Bank and Post Office) 소포를 부치러 왔어요 (I came to mail a package) V-(으)러 가다/오다, N(으)로

32 교통 (Transportation) 청계천에 어떻게 가야 돼요? (How to I get to Cheonggyecheon?) 르' 불규칙, V-아야/어야 되다

33 교통 (Transportation)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Cross the crosswalk and turn right) V-아서.어서, N에서 N까지

34 병원 (Hospital) 내일 모임에 올 수 있어요? (Can you come to our gathering tomorrow?) V-(으)ㄹ 수 있다/없다, V-지 마세요

35 병원 (Hospital) 목이 아파서 왔어요 (I came because I have a sore throat) A/V-아서/어서, N(이)라서

36 한국 생활 (Korean Life) 저느 힘들 때 음악을 듣거나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When I'm having a hard time, I listen to music or talk to a friend)A/V-(으)ㄹ 때, V-거나 V, N(이)나 N

37 한국 생활 (Korean Life) 시험을 볼 때 연필로 써도 돼요? (May I use a pencil on the test?) V-아도/어도 되다, V-(으)면 안 되다

38 전화 (Telephone) 여보세요, 거기 서울대학교지요? (Hello, is this Seoul National University?) N(이)지요?, A/V-지요?, N한테/에게/께

39 전화 (Telephone) 차 마시면서 책 읽고 있어요 (I'm reading a book while drinkig tea) V-(으)면서, V-고 있다

40 패턴으로 배우는 한국어 패턴 + Final Test

*This curriculums are may changeable depends on clas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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