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주말 집중 프로그램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은 본교 대학원생에게 양질의 한국어 학습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수행 능력을 키우고, 한국어 능력 인증 자격 취득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 주말 집중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현재 한국 또는 중국에 계신 대
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중국인 대학원생
2. 기간 및 수업 시수
▪기

간 : 2021. 4. 3(토)~2021. 5. 30(일)

▪ 수업시수 : 총 9주, 100시간
3. 수업 요일 및 시간
▪ 수업요일 : 토, 일(1일 6시간, 총17회)
*5월 22일(토)는 대학원 졸업 인증 자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일
로서 수업을 실시하지 않음
▪ 수업시간
교시

시간(한국시간 기준)

1교시

10:00~10:50

2교시

11:00~11:50

3교시

12:00~12:50

휴식

12:50~14:00

4교시

14:00~14:50

5교시

15:00~15:50

6교시

16:0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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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설 등급
▪ 2급~4급
※ 분반 시험 결과에 따라 개설 등급을 확정함

5. 교육 방식
▪ Cisco Webex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
6. 사용 교재
▪ 주교재: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개발의 掌握韓語 2~4
▪ 부교재: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개발의 문화가 있는 한국어 읽기 2~4
※ 위 교재는 온라인 교육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되었으므로 별도 구입
없이 교육이수가 가능함

7. 교육 목표 및 내용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정규 과정의 2급~4급(각 급 200시간 소요)의
교육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100시간으로 동일 등급
의 내용을 모두 다루고자 함)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의 정규 과정은 한국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한국 정부(교육부)의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의 해당 등급의 교육/평가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음
8. 등록비 : 60만원
▪ 전형료 5만원
▪ 수강료 55만원
※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정규과정 기준 30% 감면 금액임

9.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송부
▪ 신청기간 : ~2021. 3. 29(월)까지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전자우편 : 1379263369@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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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록금 납부 및 입금 계좌
▪ 납부기간 : ~2021. 3. 31(수)까지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890887
※ 반드시 학생 본인 여권에 있는 영문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
▪ 전화 : +82-2-2075-2158/2179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소개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은 2005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020학년도에 매
학기 평균 800명 이상이 재학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어 교육기관이며 이곳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는 중국, 대만에 판권이 수출될 정도로 인지도가 있음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의 강사는 모두가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학으로 박사,
박사 수료,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박사학위 소지자,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전체 강사
의 50퍼센트를 넘음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의 원장은 한국 정부 주관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발 연구 책임자이며 출제위원장, 채점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강사 중 다수가 출제위
원, 채점위원을 맡아오고 있음
-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은 2006년에 산학협력으로 온라인 한국어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ㄱ과
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간 화상 강의의 콘텐츠 개발과 효율적
인 교수 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별첨]

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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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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