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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형준 

주 주제 내용 목표 핵심 표현 문법 
1&2 숫자 - 숫자 읽기 

- 전화번호 읽기 

- 일정 물어보기 

한 명, 두 명, 세 명 

전화번호가 뭐에요? 

몇 시에 학교가요? 

숫자(고유어/한자어) 

~아/어요 

몇 시에요? 
3&4 과거시제 

부정문 

- 과거 문장 표현 

- (현재, 과거) 부정문 표현 

어제 뭐 했어요? 

식당에도 갔어요. 

어제 학교에 안 갔어요. 

~았/었어요 

~도 

~안 
5&6 위치 

방향 

- 물건 위치 

- 이유 설명하기 

- 교통수단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운동하러 가요. 

집에 지하철로 가요?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위, 아래, 앞, 뒤 

~으러 가요/와요 

~으로 

~싶어요 
7&8 미래시제 

형용사 

제안 

- 미래 문장 표현 

- 형용사 어휘 

- 제안하는 문장 표현  

내일 여행 갈 거에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을 거에요. 

~을 수 있어요/없어요 

~을 까요? 
9&10 존댓말 

가족 

신체부위 

- 존댓말로 표현하기 

(현재, 과거, 미래 시제) 

문을 닫으세요. 

전화를 받으셨어요. 

시장에 가실 거에요. 

~으세요 

~으셨어요 

~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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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Theme Function Main Expressions Grammar 

1&2 Number - Reading numbers 
- Reading a cellphone number 
- Asking your friends about 
 their daily schedule 

한명, 두명, 세 명 

전화번호가 뭐에요? 

몇 시에 학교가요? 

Number (Native Korean/ 
Sino Korean) 
~아/어요 

몇 시에요? 
3&4 Past Tense 

Negative Form 
- Expressing past tense  
- Negative form expression 
 (Present tense, Past tense) 

어제 뭐 했어요? 

식당에도 갔어요. 

어제 학교에 안 갔어요. 

~았/었어요 

~도 

~안 
5&6 Location 

Direction 
- Identifying location 
- Explaining the reason for 
 going or coming 
- Transportation method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운동하러 가요. 

집에 지하철로 가요?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above, below, front, back 
~으러 가요/와요 

~으로 

~싶어요 

7&8 Future Tense 
Adjective 

Suggestions 

- Expressing future tense 
- Adjective vocabularies 
- Making suggestions 

내일 여행 갈 거에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을 거에요. 

~을 수 있어요/없어요 

~을 까요? 
9&10 Honorific Form 

Family 
Body Parts 

- Making an honorific statement 
 (Present, Past, Future tense) 

문을 닫으세요. 

전화를 받으셨어요. 

시장에 가실 거에요. 

~으세요 

~으셨어요 

~으실 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