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act Us

(657) 278-4335

nrcal@fullerton.edu 

JUNE 3, 2020  |  4 - 5 PM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Resources

한국어 지도 및 학습자료 소개

(Presented in Korean. 한국어로 진행.)

 

JUNE 10, 2020  |  4 - 5 PM

     Culture as a Gateway to Language Learning

한국문화로 시작하는 한국어 학습

(Presented in Korean. 한국어로 진행.)

 

   JUNE 24, 2020  |  4 - 5 PM

Dual Language Immersion for Beginners

초보자를 위한 이중언어 몰입교육

(Presented in Korean. 한국어로 진행.)

      

  JULY 1, 2020  |  4 - 5 PM

 Teaching Basics of Korean Grammar

한국어 문법의 기초 가르치기

(Presented in Korean. 한국어로 진행.)

 

   JULY 8, 2020  |  4 - 5 PM

     Becoming English-Korean Bilingual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사용자 되기

(A roundtable discussion in Korean. 한국어로 진행)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 Free Webinars -

The contents of this flyer were developed under a grant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However, those contents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policy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you should not assume endorsement by the Federal Government.

Registration:
All webinars are FREE

Zoom links will be sent to registrants after RSVP

The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Asian Languages (NRCAL) will

be providing a series of webinars focusing on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All webinars will be presented in

Korean. Presentations will be followed by time for Q & A.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Asian Languages (NRCAL)에서 주

최하는 이번 한국어 온라인 세미나는 K-12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으신 모든 선생님, 강사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무료로 제공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이메일로 세미나 참석에 필요한 Zoom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more info on the webinars, please visit:

fullerton.edu/nrcal/distance_learning

 

한국어 지도와 학습법
무료 온라인 세미나
6월 3일 ~ 7월 8일

N R C A L  2 0 2 0
D I S T A N C E  L E A R N I N G

RSVP Here 세미나 등록 링크: 

Webinar Dates

[https://tinyurl.com/ycylqgqq]

*세미나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민희 (Minhee Son) mison@fullerton.edu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fullerton.edu/nrcal/distance_learning/
https://tinyurl.com/ycylqg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