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22 KSR Language Courses  

어학당 교육과정 (Curriculum Language Courses) 

과정구분 

(Module) 

수준 

(Levels) 

과목 간단 소개 

(Information) 

한국어 과정 

KOREAN 

Language 

Course 

초급 

(Beginner) 
I do not speak any Korean  

중급 

(Intermediate) 

I can speak and understand reasonably well and can 

use basic tenses but have problems with more 

complex grammar and vocabulary. 

고급 

(Advanced) 

I speak and understand very well but sometimes have 

problems with unfamiliar situations and vocabulary. 

고급 플러스 

(Advanced PLUS) 

I can speak fluently and continue studying Korean to 

test myself. 

네덜란드어 

과정 

Dutch 

Language 

Course 

초급 

네덜란드어를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한 과정. 기초적인 

문법 이해와 함께 네덜란드어라는 언어와 이를 토대로 

한 네덜란드 사회에 대해 엿볼 수 있는 과정. 문법이나 

표현의 용례와 일상 기초 회화 연습의 비중이 비슷함.  

중급 

기초반을 수료하고 지속적으로 연습하면서  

실용 및 시험대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과정. 

(1 교시 문제풀이) 이민, 유학 등을 목표로 네덜란드 

어학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과정으로, 

네덜란드어 시험 항목별 이해와 연습에 초점을 맞춤.  

(2 교시 회화연습) 1 교시와 관련된 테마별 주제에 의해 

회화를 연습. 



고급 

네덜란드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시험을 치러 원하는 점수를 얻었으나 일상 생활에서 

네덜란드어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러길 원하는 

분에게 적합한 과정. 한국어가 가능한 네덜란드인 

선생님이 이끄는 수업으로 수업의 대부분은 

네덜란드어로 이루어질 예정. 네덜란드어에 대한 

기초적인 문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관용 표현을 포함하여 유창성을 높이는데 집중함.  

영어회화 

과정 

English 

Language 

Course 

실용영어회화 

 '외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실용 영어'를 주제로,  

기본적인 일상 영어회화가 가능한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이 진행됨. 

수업은 현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영어 표현을 중심으로 Warm-up, Grammar, Topic, 

Homework 등으로 구성. 영상 또는 앱(App) 등의 

매체가 활용됨.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improve their English 
grammar. In addition to conversational skills,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use writing toward a better, 
more consistent use of English.’ 

 

 

 

 

 

 

 

 

 



강사진 (Our teachers) 

 

이름(Name) 직무/과정(Courses) 이력/학력/자격사항 (Experiences) 

Ms. H. Kang 

어학당 팀장 Teacher /  

Language course coordinator 

KOREAN 

Beginner 

- Early Childhood Education, BA 

- TESOL, MA  

- Kindergarten Teachers (2006~2014) 

- Korean Teacher, Korean School of Rotterdam (2015~current) 

Mr. Y. Song 

Teacher 

KOREAN 

Intermediate 

- MBA, RSM, Erasmus university 

- Hangul instructor in US army in Korea 

- English Korean Interpreter class comple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Korea 

- Native Korean 

Mr. J. Kim 

Teacher 

KOREAN 

Advanced 

- Soongsil University (BA in Mass-communication, MA in Biblical 

Theological Study, Seoul in Korea) 

- Reporter of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National 

Broadcasting System in Korea) 

- Korean Language Teacher at Korean School of Rotterdam 

- Korean Teacher at current Language Institute in the 

Netherlands 

- Private Korean Language Tutor 

Ms. S. Park 

Teacher 

KOREAN 

Advanced Plus 

- B.A.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 

- Certified Korean teacher (expected, Nov.2021) 

- 200+ hours of 1:1 Korean lessons conducted 



Ms. Yoo 

네덜란드어 

초급반 

- 광고회사, 삼성생명 근무, 영어학원 강사 

- oppassen moeder, 몬테소리 초등학교 근무 

- 로테르담 한글학교 네덜란드어 초급반 교사 (2018 ~ 현재) 

Ms. Claudia  

네덜란드어 

중급반 

- LEIDEN UNIVERSITY, THE HAGUE, BACHELOR INTERNATIONAL 

RELATIONS & ORGANISATIONS (2018 - present),  

KOREAN STUDIES (2020 – present) 국제관계학, 한국학 전공  

- 로테르담 한글학교 어학당, 한국어 과정 수료 (2016-2018) 

- 학생 대상 수학, 영어, 프랑스어 과외 경험 다수 (2016- ) 

- 네덜란드어 지도, 비영리 단체 Unity in Diversity and Reach & 

Teach (2019) 

Mr. S. Shin 

네덜란드어 

고급반 

- Erasmus & Leiden University 재학  

- 김치 TV, 한국어 강의 

- 네덜란드 한국대사관 프론트 오피스 매니져 (2018~현재) 

- 네덜란드어, 영어, 한국어 통번역 업무 

- 로테르담 한글학교 네덜란드어 중급반 교사 근무 (2019) 

Dr.Tommy 실용영어회화 

- English communication 전공  

- 교육학 박사 

- 네덜란드 s-Hertogenbosch Avans University 교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강의  

*각 과목의 자세한 수업 계획서는 담당 교사에 의해 별도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