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요

신청 방법

배치고사(Placement Test) 후 수준별 분반(1급~6급)
15명 내외의 소규모 학급 운영
●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통합교육
● 자체 개발 교재인 『살아있는 한국어(Korean Alive)』 사용
● 학기당 10주 200시간(4시간/일) 수업 제공
● 현장학습 및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학습 기회 제공
●

●

●

●

2018~2020년 일정 (10주, 200시간/학기)
연도
2018

2019

2020

우리 한국어학당은 한국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주와 안동에서
가까운 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어학당의 모든 교사는 정부

학기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기간
9월 3일 ~ 11월 16일
11월 22일 ~ 2019년 2월 1일
3월 4일 ~ 5월 13일
5월 21일 ~ 7월 30일
9월 2일 ~ 11월 14일
11월 21일 ~ 2020년 2월 4일
3월 3일 ~ 5월 14일
5월 21일 ~ 7월 29일
9월 1일 ~ 11월 13일
11월 25일 ~ 2021년 2월 4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서 수여한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친절하고 유능한
한국어 전문교원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어 교재인

등록비

『살아있는 한국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수업을

●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08년

●

부터 대한민국 정부초청 장학생을 위한 한국어 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배우고 싶은 여러분을 우리 한국어

민 경 모 교수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신청서류
① 신청서(사진부착) 1부, 여권사본 1부
- http://korean.kmu.ac.kr
② 학업계획서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1부(USD 9,000 이상)
⑤ 외국인 신원보증서 1부
- http://www.immigration.go.kr에서 내려받기

●

매 학기 성적과 출석률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학기당 4~5명)

현장학습(경주, 안동 등 인근 역사문화도시 탐방)
● 학급별 특별활동 및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외국인잔치한마당, 한국어퀴즈대회, 한국노래자랑 등)

일정
연도
2018

학기
하계

1차
2차

동계

이메일 : korean@kmu.ac.kr
● 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2019

하계
동계

계명대학교 동영관 101호 한국어학당 담당자 앞
우편번호 : 42601

1차
2차

운영 기간
7월 16일 ~ 8월 3일
8월 6일 ~ 8월 24일
문의
7월 15일 ~ 8월 2일
8월 5일 ~ 8월 23일
문의

참가비
문의

●

전화 : +82-53-580-6355, 팩스 : +82-53-580-5909
● 웹사이트 : http://korean.kmu.ac.kr
● Facebook page: Korean Language Institute at
Keimyung University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입학 허가 통지 후 수강료 납부

비자취득 후 항공권 구입

입학허가서 취득 후 비자신청
(현지 대한민국대사관)

입국일 한국어학당 통보

한국어학당 도착 후 배치고사

신청서(사진부착) 1부, 여권사본 1부
- http://korean.kmu.ac.kr

제출방법
●

반 배정 후 수업

1,450,000원
(3주 과정 기준, 숙박 및 조식비·체험활동비 포함)

신청서류
●

입학 절차

문화 프로그램
●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연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단기 과정
● 한국어 집중 강좌와 다양한 문화 체험 및 현장학습으로 구성
● 동·하계 방학 외 1~3주 단기과정 30명 이상 모집 시
상시 운영 가능

제출 방법

장학제도

학당으로 초대합니다.
국제사업센터장

입학 전형료 : 100,000원
수업료 : 1,200,000원/학기(연간 4학기)

프로그램 개요
●

●

이메일 : korean@kmu.ac.kr
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동영관 101호 한국어학당 담당자 앞
우편번호 : 42601

문의
●
●

이메일 : korean@kmu.ac.kr
전화 : +82-53-580-6353, 6355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단기
집중 시험 대비반으로 모의시험 등을 통한 효과적인 시험 준비
●
연간 4회, 5주 과정 운영
●

※ 한국내 체류할 경우, 별도의 비자 신청없음 ※ 수업 일정은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