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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hat You Will Learn Grammar & Expression 

1 
안녕하세요? 

Hello. 

인사하기  
Greetings 
 
이름 말하기 
How to say your name 

[N] + 이에요./예요. 
[N] + 이에요?/예요?  
[N]은/는 
인사말 표현 

2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I am Korean. 

국적 말하기 
How to say your nationality 
 
자기 소개하기  
How to introduce yourself 

[N]이/가 아니에요. 
국적 말하기 
자기 소개 

3 
이것이 한국어 책이에요? 
Is this a Korean book? 

물건 이름 말하기  
How to describe objects 

[N]이/가 
이/그/저 

4 
집 근처에 무엇이 있어요? 
What is near your house? 

집 근처 소개하기  
How to describe what is 
near your house 

[N]하고 [N] 
[N]에 
[N]이/가 있다/없다 
[N]도 
수1 (Native-Korean numbers) 

5 

가족이 몇 명이에요? 

How many members are in 

your family? 

가족 소개하기  
How to introduce your 
family 

[V/Adj] + -어요/아요/여요 
[N]을/를  

6 
숙제가 많지 않아요. 
There is not a lot of homework. 

기본 형용사 익히기  
How to use basic adjectives 

[V/Adj] + -지 않다 
[N]이/가 어때요?  

7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The scenery is very beautiful. 

고향 소개하기  
How to introduce your 
hometown 

‘ㅂ’동사 

8 
불고기를 먹을까요? 
Shall we eat bulgogi? 

음식 소개하고 권하기  
How to introduce food and 
suggest something to eat 

무슨 + [N] 
(같이) [V] + -을까요?/ㄹ까요? 
(같이) [V] + -어요/아요/여요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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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hat You Will Learn Grammar & Expression 

9 
회사 앞 백화점에 가요. 
I’m going to the department 
store in front of the company. 

위치 말하기  
How to describe locations 

[N]에 가다/오다 
[N]하고 (같이) 
혼자 + [V] 

10 

떡볶이 이 인분하고 김밥 하나 
주세요. 
Please give me two tteokbokki 
and one gimbap. 

음식 주문하기  
How to order food 

[V] + -으세요/세요 
수2 (Sino-Korean numbers) 

11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일해요. 

I work from 9AM to 6PM. 

하루 생활 말하기  
How to describe your daily 
schedule 

[N]에 
[N]부터 [N]까지 
시간 표현 
시간 말하기 

12 
영화를 보고 싶어요. 
I want to watch a movie. 

하고 싶은 것 말하기  
How to describe what you 
want to do 
 
날짜와 요일 말하기  
How to describe dates 

[V] + -고 싶다 
[N]에서 
월 
요일 
날짜 

13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물건 값 묻기  
How to ask for price 

[N] + 이지요?/(지요?) 
[V/Adj] + -지요? 
[N]에 
단위 명사 

14 
사과와 배를 사러 가요. 
I am on my way to go buy 
apples and pears.  

물건 사러 가기  
How to describe what you 
want to buy 

[N]과/와 
[V] + -으러/러 
가다/오다/다니다 

15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I want to give my mom a gift.  

선물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presents 

[N]이나/나 [N] 
[N]에게/한테/께 

16 
삼겹살과 냉면을 먹을 거예요. 
I am going to eat samgyeopsal 
and naengmyeon. 

약속과 계획 말하기  
How to talk about 
promises and plans 

[V/Adj] + -을/ㄹ 거예요. 
약속 표현 
계획 표현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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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to the office? 

교통편과 걸리는 시간 묻기 
How to ask about 
transportation methods 
and commute time 

[N]에서 [N]까지 
[N] + 으로/로 

18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어요. 
It is very rainy and windy.  

날씨 말하기 
How to describe the 
weather 

[N] + 이고 
[V/Adj] + -고 
[N]보다 
한국의 사계절 

19 
주말에 뭘 했어요? 
What did you do this weekend? 

과거 시제 말하기 
How to speak in the past 
tense 

[N] + 이었어요./였어요. 
[V/Adj] + -었/았/였어요. 

20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It is a little difficult but fun.  

아르바이트 말하기  
How to talk about your 
part-time job 

[V/Adj] + -지만 
[V]기 → N 

21 
메일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Please tell me your email 
address.  

메일 보내기  
How to send an email 
 
문자 메시지 보내기  
How to send a text 
message 

[V] + -어/아/여 주다 
[V/Adj] + -어/아/여서 
[N] + 이어서/여서 

22 
뭘 주문하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후식 주문하기  
How to order desserts 

[V/Adj] + -으세요/세요 
[N] + 이세요 
[V] + -겠- 

23 
제가 케이크를 살까요? 
Should I buy the cake? 

생일 파티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birthday 
parties 

‘ㄷ’동사 
(제가) [V] + -을까요?/ㄹ까요? 

24 
일주일에 세 번쯤 테니스를 쳐요. 
I play tennis about three times 
a week. 

운동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sports 

[N]에 ~ [N]쯤 
[V] + -고 

25 
엘리베이터 앞 쪽에 있습니다. 
It is in front of the elevator. 

백화점 이용하기  
How to talk about 
department stores 

[N] + 입니다. 
[N] + 입니까? 
[V/Adj] + -습니다./ㅂ니다. 
[V/Adj] + -습니까?/ㅂ니까?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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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저는 이렇게 단 초콜릿을 아주 
좋아해요. 
I really like sweet chocolates 
like these. 

음식 맛에 대해 말하기  
How to describe food  

[Adj] + -은/ㄴ 
‘ㄹ’동사 

27 
졸업 파티에서 입을 옷도 샀어요. 
I bought clothes to wear at the 
graduation party as well. 

파티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parties 
 
옷과 신발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clothes 
and shoes 

[V] + -은/ㄴ 
[V] + -는  
[V] + -을/ㄹ 
한국의 옷 사이즈와 신발 사이즈 

28 

대학교 선배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I had dinner with an older 
friend from college.  

주말에 한 일 말하기  
How to describe what you 
did over the weekend 
 
아팠던 경험 말하기  
How to describe your 
experience of being sick 

[V] + -어/아/여서 
[N]만  

29 

당구장은 너무 머니까 가지 
맙시다. 
Let’s not go to the billiard 
room since it is too far away.  

권유나 제안하기  
How to suggest or 
recommend 

[V/Adj] + -으니까/니까 
[N] + 이니까 
[V] + -지 맙시다. 
[V] + -지 마십시오(마세요). 

30 

이 치마 좀 다른 색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Can I exchange this skirt with 
the same one of a different 
color? 

색 말하기  
How to describe colors 
 
교환이나 환불하기  
How to ask for a refund or 
exchange 

[V] + -을/ㄹ 수 있다 
[V] + -을/ㄹ 수 없다 
‘ㅎ’동사 
색 

31 
3주 동안 이탈리아를 여행했어요. 
I went on a trip to Italy for 
three weeks. 

기분 말하기  
How to talk about your 
feelings 
여행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trips 

[N] + 동안 
못 + [V] 

32 

우리 수업 듣기 전에 커피 한 잔 
할까요? 
Shall we grab a cup of coffee 
before class? 

수업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your 
class 

[V] + -기 전에 
[N] + 전에 
[V] + -은/ㄴ 후에 
[N] + 후에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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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메뉴판에 음식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It is hard to choose because 
there are so many items on the 
menu. 

음식 추천하기  
How to recommend food 

‘르’ 동사 
[N]한테서/에게서 

34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watched a 
Korean drama?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Korean 
dramas or movies 

[V] + -은/ㄴ 적이 있다/없다 
[V] + -고 있다 

35 

어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확인했어요? 
I sent you a text message 
yesterday – did you check it?  

휴대전화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phone 
calls/text messages/etc. 

[V] + -는데 
[Adj] + -은데/ㄴ데 
[N] + 인데 
[V] + -을/ㄹ게요 

36 
남대문 시장에 가 보세요. 
Try going to the Namdaemun 
Market. 

관광지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tourist 
spots 

[V] + -으려고/려고 하다 
[V] + -어/아/여 보다 

37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긴 
머리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It’s hot these days, so it’s hard 
to manage long hair.  

미용실 이용하기  
How to talk about hair 
salons 

[Adj] + -게 
[V/Adj] + -기 때문에 
[N] + 이기 때문에 

38 

돈을 잡았으면 나중에 부자가 
되겠어요. 
If he grabbed money, he must 
become wealthy later. 

한국 잔치에 대해 말하기 
How to talk about Korean 
parties 

[V/Adj] + -으면/면 
[V/Adj] + -겠- 
[V/Adj] + -었/았/였겠- 
돌잡이 

39 

저도 지나 씨처럼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were diligent like you, 
Jina. 

희망이나 바람 말하기  
How to talk about what 
you wish or hope 

[V] + -는 것 같다 
[Adj] + -은/ㄴ 것 같다 
[N] + 인 것 같다 
[V/Adj] + -었/았/였으면 좋겠다 
[N] + 이었으면/였으면 좋겠다 

40 

한국어를 연습하려고 자주 
듣지만 너무 빨라요. 
I listen to them often to 
practice Korean but they are 
too fast.  

취미 활동 말하기  
How to describe your 
hobby 

[V/Adj] + -을/ㄹ 때 
[V] + -으려고/려고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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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18. SAY Global Inc. All Rights Reserved.  

Birthday Party  생일 파티  

-ㅂ시다  로 보다 입니다./입니까? -습니다./습니까? 

Boyfriend/Girlfriend and “Ideal Type”  남자 친구/여자 친구 그리고 이상형 

에 있다/없다/많다/적다 에 가다/오다/다니다 에서 까지 별로 

Can I Have Your Number?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나 -ㄴ데요  웬일이세요? 만 -ㄹ 거예요 

Delivery Food and Street Food  배달 음식과 길거리 음식   

겠 밖에 -ㄴ 것 같다 든지 -려고 하다 

Grandpa, Speaking in Honorifics is too Difficult  할아버지, 존댓말이 너무 어려워요 

-시 (honorific) 께서 이것/그것/저것 잘 못하다 잘 하다 

How Do You Kill Time?  심심할 때 뭐해요?  

-ㄹ 때 -ㄴ데 -기 때문에 때문에 -군요 

How i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가 어때요?  

-아서 -지만 -을까요? -러 가다/오다 -세요 

How to Navigate Easily  쉽게 길 찾는 방법  

의 덕분에 무슨 부터 -니까 

I Want to Eat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아직 벌써 도 -ㄹ 수 있다/없다 보다 더 

I’d Like to Go to Big Bang Concert with You  빅뱅 콘서트에 같이 가고 싶어요  

-고 있다 -ㄹ 거예요 -지 않다 -지 마세요 -고 싶다 

Syllabus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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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in Korea  한국에 있어요 

이/가, 을/를 그리고 그래서 조금 에 

Let’s Have a Drink  한 잔 해요 

중에서 제일 에게서/한테서 못 랑 

Making Plans  계획을 세워요  

-지 못하다 전에 후에 -려고 하다 어느 

My Typical Day  나의 하루  

의 부터, 까지 이따가 -기 전에 -ㄴ 후에 

Please Introduce Your Favorite Sport  좋아하는 운동을 소개해 주세요  

-아서 그런데 동안 만 에, 쯤 

Shall We Go Shopping Together?  쇼핑하러 갈까요?  

-게 -면 -아 보이다 -ㄹ게요 (같이) -ㄹ까요? 

Subway is More Convenient than Bus  버스보다 지하철이 편해요  

이/가 아니다 먼저 나중에 -(으)로 (에서, 까지) 걸리다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days?  평일에 보통 뭘 해요?  

마다 에게/한테 하고 에서, 까지 부터, 까지 

What is the Date Today?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과/와 -러 가다/오다 그렇지만 로 (방향) (아마) -ㄹ 거예요 

Where Shall We Meet?  어디에서 모일까요?   

-지요? -아 주다 -고 만약 -다면 아니면 

Syllabus 

LEVEL 2 (Cont’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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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Are You Interested in Korean Films or Dramas?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ㄴ 척하다 -ㄹ 뻔하다 -ㄹ까 봐(서) 

Do You Watch What You Eat?  건강식을 드시나요?   

-네요 -고요 -나요? 

Endless Housework  집안일은 끝이 없어요 

만큼 -더군요 -ㄴ 줄 알다 

Finding a Part Time Job  아르바이트 구하기 

-다가 -ㄹ지 모르겠다 -지 않으면 안 되다 

Going to a Hair Salon  미용실에 가려고 해요 

-래요? -겠다 만에 

How to Use Public Institutions  공공 기관 이용하기 

로 하다 -아도 -니까 

I Am a Chef!  나는 요리사 

-ㄹ지 -ㄹ지 -기로 하다 -아 가지고 

Is Wedding Planning that Complicated in Korea?  한국에서는 결혼 준비하기가 그렇게 복잡해요?   

에 대해서 만 못하다 에 비해서 

Korean Holidays  한국의 명절 

얼마나 -ㄴ지 모르다 밖에 안/못/없 -려고 

Let’s Go on Vacation  여행을 떠나요 

-ㄴ게 좋다 -ㄴ 적이 있다 -ㄴ 데다가 

Syllabu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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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Cont’d) 

Let’s Go Party!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라든가 -는 대신에 라도 

My Adolescence  나의 사춘기 시절 

-려면 -면서 -아도 되다, -면 안 되다 

M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Days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나 

처럼 -아지다 -ㄹ 테니까 

My Phone is Broken Again  휴대폰이 또 고장났어요 

-ㄴ지 알다/모르다 나 -았다가 

Pitapat Blind Dates and Dates  두근두근 소개팅과 데이트 

-ㄹ 만하다 -ㄹ 뿐만 아니라 -기 위해서 

Should You Always Go to the Hospital if You Are Sick?  아프면 꼭 병원에 가야 할까요?   

-는 동안 -ㄴ 편이다 -거나 

So Many Family Events!  가족 행사가 너무 많아요 

-아지다 -아하다 -ㄹ까 하다 

What Do You Do on Smartphones?  스마트폰으로 뭘 해요?   

한번 -아/어 보다 -자마자 -ㄴ 지 

Which Friend Comes to Your Mind Right Now?  지금 생각나는 친구는 누구예요?   

-면 -ㄹ수록 -았다면 -ㄹ지도 모르다 

You Give Out Rice Cake When You Move?  이사 떡을 돌린다고요?   

-지 말고 을/를 위해서 -ㄴ가 보다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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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4 

Can You Change Your Personality?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았더니 -기에는 -다(가) 보면 

Different Country, Different Culture  나라마다 다른 문화 

-ㄹ 뻔하다 -는지 -더라 

Do You Believe in Superstitions?  미신을 믿나요?   

-기는요 -느라고 -다지요? 

Finding a House  전세가 뭐예요?   

-고 해서 -거든 -게 

Finding the Perfect Job for Me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아야 -아야지요 -듯이 

Guest Etiquette  방문 예절 

-던 -았던 -게 되다 

How Can I Save Money?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고도 -지 -고 말다 

How to Apologize  사과하는 방법 

-게 하다 -는다는 것이 -도록 하다 

Information Overload on TV and Internet  TV와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들 

라도 -니요? -면서도 

Keep in Mind the Netiquette Rules!  인터넷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요!   

-ㄹ 건가요? -다가도 -곤 하다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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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4 (Cont’d) 

Leisure Time  여가 생활 

만하다 -지 그래요? -잖아요 

Living a Planned Life  계획적으로 사는 생활 

-았더라면 -다(가) 보니 -긴 하는데/한데 

My Past, Present and Future Self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 

-려던 참이다 -거든요 -고 말고요 

My Role Model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 다름없다 -아 가면서 -는다고 해서 

Robots Are Taking over the World!  로봇이 다 해주는 세상!   

-는다면 -는답니다, -(이)랍니다  -는단 말이에요? 

So Many Get-Togethers in Korea!  한국에는 모임이 너무 많아요 

-았었 -아 놓다 은 물론 

There’s a Lot to Buy at Flea Markets  벼룩시장에도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아다가 -는 모양이다 어찌나 -는지 

Traditional Games Around the World  나라마다 다른 재미있는 놀이들 

-고 나서 -ㄹ걸요 -ㄹ 뿐이다 

Various Festivals  다양한 축제 

-고는 -ㄹ지도 모르다 -면 되다 

You Do Community Service Every Weekend?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한다면서요?   

-ㄹ까봐 -는다면서요? -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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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5 

A Little Consideration Makes All the Difference  옆 사람도 똑같은 사람 

-아서 그런지 -아서는 안 되다 -아 대다 

Do People Need to Go to College?  대학에 꼭 가야 하나요?   

-고서야 -기가 무섭게 -기 나름이다 

How Important is Beauty?  잘생기고 일 못하는 사람 vs. 못 생기고 일 잘하는 사람 

-지 않고서야 -기 일쑤이다 -ㄹ 리가 없다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   

-아 치우다 웬만하면 제가 알기로는 

My Pet is Family  애완동물은 내 가족 

-ㄹ락 말락 하다 -면 몰라도 -ㅁ에도 불구하고 

North Korea, an Unknown Country  미지의 나라, 북한 

-는 경우가 허다하다 -는 길에 -는 김에 

Stress is the Biggest Killer  스트레스는 건강의 적 

-는 반면에 -는 한이 있어도 -더라고요 

We Are All Human  나는 한국인? 지구인?   

그렇게 된 원인은 -길래 -기 짝이 없다 

When Do People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몇 살까지 부모님한테서 용돈을 받아요?   

-기 십상이다 -느냐 –느냐의 차이에요 -은/는 것이 뭐냐면 

Who Decides Success vs. Failure?  성공과 실패는 누가 결정할까요?   

-는 대로 -는 둥 마는 둥 -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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