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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s Offered (교과목) 
 

Master’s degree 

Category Semester Courses Credit 

Required 1-2 
Basic Korean Language I, II: Grammar,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기초 한국어 I, II:  문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3 

 1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I 
한국 문화 읽기 I 

3 

 3-5 
 Korean Practice I, II, III  
한국어 연습   

3 

 4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Thesis-track only) 
질적 연구 방법론 

3 

 5 
Thesis Seminar (* Thesis-track only) 
석사 논문 세미나 

3 

Selective 1-2 
Academic Kore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 II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I, II 

3 

  1 
K-pop Korean  
대중가요로 배우는 한국어  

3 

 2 
Korean Food Culture and Culinary Korean 
한국의 음식문화와 요리 한국어  

3 

 2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II 
한국 문화 읽기 2  

3 

 3-4 
Business Korean I, II 
비즈니스 한국어 I, II 

3 

 3 
Korean Daily Culture and Language in Mass Media 
대중매체 속 한국의 일상 문화와 생활 언어 

3 

 3 
Figures in Korean History  
인물 한국사  

3 

 4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  
한국의 문학 세계  

3 

 4 
Understanding Contemporary Korean Society 
현대 한국 사회의 이해  

3 

 5 
Korean Speech and Presentation  
한국어 연설과 발표 

3 

 5 
Learning Korean through the news 
시사 한국어 

3 

 5 
Korean Consumer Culture through Media Advertisements 
광고로 읽는 한국의 소비 문화 

3 

 
 

 Curriculum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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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Semester 
Category Courses 

1 

Required Basic Korean Language I (기초 한국어 I) 
Required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I (한국 문화 읽기 I) 

Selective 
Academic Kore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I) 

Selective  K-pop Korean (대중가요로 배우는 한국어) 

2 

Required  Basic Korean Language II (기초 한국어 II) 

Selective 
Academic Kore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I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II) 

Selective 
Korean Food Culture and Culinary Korean 
(한국의 음식문화와 요리 한국어) 

Selective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II (한국 문화 읽기 2) 

3 

Required Korean Practice I (한국어 연습 I)   
Selective Business Korean I (비즈니스 한국어 I) 

Selective 
Korean Daily Culture and Language in Mass Media 
(대중매체 속 생활 한국어와 일상 문화) 

Selective Figures in Korean History (인물 한국사) 

4 

Required Korean Practice II (한국어 연습 II)   
Selective Business Korean II (비즈니스 한국어 II) 
Selective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 (한국의 문학 세계) 

Selective 
Understanding Contemporary Korean Society 
(현대 한국 사회의 이해) 

Requir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Thesis-track only) 
(질적 연구 방법론) 

5 

Required Korean Practice III  (한국어 연습 II)   
Selective Korean Speech and Presentation (한국어 연설과 발표) 
Selective Learning Korean through the news (시사 한국어) 

Selective 
Korean Consumer Culture through Media Advertisements 
(광고로 읽는 한국의 소비 문화) 

Required Thesis Seminar (* Thesis-track only) (석사 논문 세미나) 
 

 Course Titles and Descriptions  
교과목 명칭과 개요  

 
- Basic Korean Language I, II: Grammar,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기초 한국어 I, II:  문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This course introduces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scientific and innovative aspects of the 
Korean language and its characteristics through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구성 원리를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통해 소개하고 전반적인 기초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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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1 (Korean Culture Overseas) 
한국 문화 읽기 I (외국에서의 한국 문화)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comprehend the cultural exchange of Korean culture in Asia, 
especially in their own country and to recognize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  
이 수업은 학생들이 아시아 국가들, 특히 자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Korean practice I, II, III  
The comprehensive preparation class helps international students to improve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with diverse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and prepare them to communicate 
sufficiently in practical situation such as job interview, presentation and language tests.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면접이나 발표, 시험 등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급 이상의 토픽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 구조와 
전략에 대한 다양한 교수 자료와 지도로 돕는다.   
 
- Academic Kore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 II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I, II 
This subject provides foreign students Korean language practices for academic purposes and 
promotes understanding Korean college culture and environment.  
이 과목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문적 목적을 위한 한국어 연습을 제공하고 한국 대학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K-pop Korean  
대중가요로 배우는 한국어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make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easily accessible to 
students through Korean popular music  
이 과정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가요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 현대 언어를 쉽게 익히도록 
한다.    
 
- Korean Food Culture and Culinary Korean 
한국의 음식문화와 요리 한국어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Korean food culture as a basic aspect of Korean culture 
and practice the words and expressions related to cuisine.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한국 문화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배우고, 요리와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을 익힌다.   
 
-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2 (Korean Traditional Culture, Religion and Ethics) 
한국 문화 읽기 2 (한국 전통문화와 종교, 윤리)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religion, and ethics which 
provides the basis for values and norms of Koreans.  
이 과정은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규범의 토대가 된 한국의 전통문화와 종교, 윤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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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Korean I, II 
비즈니스 한국어 I, II 
The course enables students to prepare for real-world business situations from job seeking 
activities and job interviews to meetings and social hierarchy. Students can understand not only 
the real-life language skills but also the inter-culture business through the course.  
이 과정은 학생들이 구직 활동과 면접에서부터 미팅과 사내 조직문화에 이르기까지 실제 
직장 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실생활의 언어 사용법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속 문화의 차이를 이해한다.      
 
- Korean Daily Culture and language in Mass Media 
대중매체 속 한국의 일상 문화와 생활 언어 
Through Korean popular drama, film, and entertainment shows, students can learn various ways 
of language expressions in modern Korean daily life.  
한국의 인기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은 현대 한국의 일상 문화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 방식들을 배운다.   
 
- Figures in Korean History  
인물 한국사 
This subject discusses historical events and spiritual values through introducing important 
figures in Korean history  
이 수업은 한국의 역사 속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과 정신적 가치를 논한다.  
  
-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  
한국의 문학 세계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of Korean poetry, fiction and essays which have been applied 
of Korean life. Students can comprehend storytelling and images in Korean literary works.  
이 수업은 한국인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시, 소설, 에세이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이 작품들을 통해 한국인의 이야기 구조와 문학적 이미지들을 이해할 수 있다.    
 
- Understanding Contemporary Korean Society 
현대 한국 사회의 이해 
This is a graduate seminar that explores the features and trait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it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encompassing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perspectives.  
이 과정은 동시대 한국 사회의 특성과 특질을 정치, 경제, 문화적 시선으로 두루 살펴보는 
세미나 방식의 수업이다.  
 
- Korean Speech and Presentation  
한국어 연설과 발표  
In this course, students create and develop their own essay in the form of a brief speech and 
practice diverse presentation skills addressing the manuscripts in front of their colleagues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짧은 길이의 연설문을 직접 구상 및 작성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다양한 발표 기술들을 익힌다.  
 
- Learning Korean through th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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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국어 
This course offers students advanced Korean language though clear and well-written news 
articles. I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lear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ith diverse social 
issues.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 고급 한국어를 익힐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Korean Consumer Culture through Media Advertisements 
광고로 읽는 한국의 소비 문화 
Advertisements reflect the modern lifestyles and social landscape. Students can understand 
Korean consumer culture and urban lifestyle through Korean advertisements. 광고는 현대인의 
생활스타일과 사회적인 풍경을 반영한다. 학생들은 한국 광고를 통해 한국인의 소비 
문화와 도시적 삶의 스타일을 이해한다.  
 
-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sis-track only) 
질적 연구 방법론 
This workshop offers an overview of how to conduct qualitative research from its inception in 
formulating a proper research question to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and to writing up 
findings in a thesis form. Students can develop their own thesis step by step through the process.  
이 워크샵은 질적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구 문제 생성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논문 형태로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을 훑어보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자신의 논문을 발전시킨다.   
 
- Thesis Seminar (Thesis-track only) 
석사 논문 세미나 
This course aims to prepare master’s candidates for writing a thesis according to publication 
criteria for academic writers in the program.  
석사 과정 학생들이 전공 프로그램이 지정한 논문 작성 규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