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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 소개

서경대학교 부설 언어문화교육원의 한국어과정은 2016년에 설립되어, 외국인 

혹은 해외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이하 언어문화교육원)’의 한국어과정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추후에 한국의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교포를 위한 과정입니다.

언어문화교육원의 연구진은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교내의 첨단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진과 행정팀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한국어의 위상을 드높이고 정진을 다하여 세계의 많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 서울시내 30분 거리(동대문 15분)

l 22개국 다국적 수업 운영

l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

l One-Stop Service (입학/비자/진학/취업) 



 

Ⅰ  언어문화교육원 한국어과정

1. 한국어 과정 학사 일정

학기 신청마감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수업기간

2023년도   봄학기 2023.01.06. 2023.01.31. 2023.03.13. 2023.03.13.~2023.05.12

2023년도 여름학기 2023.04.07. 2023.04.28 2023.06.05. 2023.06.05.~2023.08.04

2023년도 가을학기 2023.07.07. 2023.07.28. 2023.09.04. 2023.09.04.~2023.11.14

2023년도 겨울학기 2023.10.06. 2023.10.31. 2023.12.04. 2023.12.04.~2024.02.05

2. 한국어 과정 수업 시간

학기당 180시간 (1일 4시간 × 주5일 × 9주) 학비 : 1,300,000원/학기

수 업 일 월 ~ 금(주5일) 각 단계 9주

수 업 시 간 오전반 09:00 ~ 12:50 (1일 4시간)

등 급 초급(1~2급), 중급(3~4급), 고급(5~6급)

인 원 반 편성 인원(20명 내외)

3. 수업출석 및 수료

   해당 학기 출석율 80%, 평균 성적이 70% 이상일 경우 수료할 수 있습니다.

4. 성적평가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업참여도, 과제물로 평가합니다.

Ⅱ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Ⅲ 본교 언어문화교육원 등록 학생 특전

l 본교 미용예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학부수업에 참관하여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l 언어문화교육원 방과 후(14:30-16:00) 읽기, 말하기, K POP 학습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l 매 학기에 연수생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통하여 한국 주요 역사 문화

   관광지를 방문하고 친목을 도모합니다. 

l 향후 대학진학 및 취업 진로 세미나 제공 및 국내유일 전문 상담팀이 상주

   합니다.

l 한국 전통 보자기, 부채만들기 특별문화수업 제공

l 영어, 일본어,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전담 직원 상주

l K-Contents(K-뷰티/ K-Pop&Dance, Street Dance, K-music) 총 6시간 수업제공

   (조기 시청자에 한함)

l 한복입기 체험 및 예절교육 총3시간(신입생 전원) 

l 수료 후 서경대학교 진학 시 첫 학기에 TOPIK 성적에 따라 등록금액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재학 기간 중에는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함

     

장학명 외국인 한국어(TOPIK) 우수장학금

구  분 2급 ~ 6급

등록금 감면 20% ~ 60%

비  고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시 TOPIK 적용,

 TOPIK 성적 미소지자는 2급에 준하여 지급



Ⅳ 제출서류

 서류명
Documents

참고사항
Additional Notes

1. [서식1] 입학지원서
   [Form1] Application for Admission

2. [서식1] 학업계획서
   [Form2] Study Plan

3. 재정보증서
   [Form3] Financial Affidavit

· 재직중명서 or 사업자 세금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Form4] Consent to Obtain Personal Information

5. 은행 잔고 증명서 Bank Balance Certificate

  - 어학원 Korean Language : Above USD 10,000

· 본인과 부모 명의만 가능

  Applicant or Parents only

6. 최종학력(대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영어)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llege/university, high school) 

   graduation certificate and transcript (English)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Certificate of graduation

  or diploma & transcript must be

  verified by the Korean Consulate or

  Apostille Verified

· 중국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증명서만 가능(www.chsi.com.cn)

7. 본인 여권 사본
   A copy of your passport

8. 재정보증인(부모) 신분증 사본
   A copy of the identification card of sponsor(parents)

9.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생, 부모의 관계증명서(영어)
   A legal, state-issued certificate of family registry(birth certificate),  
   which verifies applicant's family relationship (English)

· 중국 : 호구부 (호구부가 분리된 경우

 친족관계증명 공증서 1부)

10. 재정보증인(부모)의 재직증명서(영어)
   Certificate of employment of your sponsor(parents) (English)

· 중국 : 영업직조

11. 사진 1매 (3.5cmx4.5cm)
   One passport size photo

ㆍ사진 뒷면에 이름 기재

  Please write your name on the back.

l 가족관계증명서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국민은 가족관계서류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1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가나, 이집트, 페루.
l 유학생 보험
   모든 학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영문)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어문화교육원 등록자는 한국 민간업체 보험이나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자국 의료보험증서(영문) 중 1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Ⅴ 등록금 송금 방법

은행명 SHINHAN BANK

계좌번호 100-028-005143

Swift Code SHBKKRSE

예금주 최영철

은행연락처 +82-2-919-1631

※ 해외 송금 초과금액은 한국에서 학생 본인의 계좌로 반환

Ⅵ 입학절차

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Submission of Application

▼

서류심사 및 인터뷰 Document Screening & Interview

 ▼

등록금 납부 Tuition Payment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Issuance of Certificate of Admission

▼

개별 비자 발급 Individual Visa Issuance

▼

입국 Entry



Ⅶ 문의

서울 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번지, 11층, 1101호 서경대학교 언어문화교육원 교학과

담당자 :    LOKE WAI JING (육혜정)

            Tell: (+82)-02-940-7687

            Fax: (+82)-02-940-7677

            E-mail: lcec@skuniv.ac.kr

책임 교수 : Kim Dong Hwi ( 김동휘)

            Mobile: (+82) 010-8787-4848

            Tell: (+82)-02-940-7848

            Fax: (+82)-02-940-7677

            E-mail: lcec@skuniv.ac.kr

mailto:lcec@skuniv.ac.kr
mailto:lcec@skuniv.ac.kr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입학업무처리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이름, 성별, 사진, 생년월일, 여권정보(번호,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핸드폰, 집주소, 연락처, 보호자 성명, 국적, 연락처, 지원정보, 학력

<선택> 어학능력, 기숙사 신청여부

입학업무처리 준영구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학 원서 제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성명) :              서명

   서경대학교 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