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
하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연수과정
•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1급~6급)

•

오랜 경력과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한국어 강사진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통합수업으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대비

•

가족적이고 학구적인 분위기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문화체험

•

학습 만족도를 높이는 1:1 맞춤형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
연수기간

매 학기 10주(200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반 : 오후 1시~오후 5시

수료규정

성적 70점 이상이며, 출석 160시간인 경우(성적:시험(80%)+출석(20%))
등록금

비용

보험
접수비

연수시간
레벨 및 규모

1,300,000원/1학기

기숙사비
공항픽업

약 150,000원/1년

(선택사항)

50,000원 (합격자에 한함)

교재비

하루 4시간 / 주 5회(월-금)
한국어 1급~6급 / 1반 15~20명 구성

약 1,000,000원/1학기
60,000원 (환불불가)
약 80,000원

2019년 일정
학기

봄

여름

가을

겨울

* 일정은

원서접수

접수마감

합격자통보

등록금납부

2018.12.03~

(1차) 12.14

2018.12.21

2018.12.28

2018.12.28

(2차) 12.28

2019.01.04

2019.01.11

2019.03.04~

(1차) 03.15

2019.03.22

2019.03.29

2019.03.29

(2차) 03.29

2019.04.05

2019.04.12

2019.06.03~
2019.06.28

(1차) 06.14

2019.06.21

2019.06.28

(2차) 06.28

2019.07.05

2019.07.12

2019.09.02~
2019.09.27

(1차) 09.16

2019.09.20

2019.09.27

(2차) 09.27

2019.10.04

2019.10.11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항픽업

연수기간

OT, Level Test

2019.03.06~2019.05.15

2019.03.04
2019.03.05
2019.06.03

2019.06.05~2019.08.14

2018.09.02~2019.11.14

2019.06.04
2019.08.29
2019.08.30

2019.12.02.~2020.02.12.

2019.11.28
2019.11.29

입학절차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인보이스 발급

비용납부

오레인테이션 및 레벨테스트

한국 입국

비자신청

입학허가서 발급

지원자격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lec.jbnu.ac.kr/korean) ⇨ Online Registration

비용납부

합격자에 한해 Invoice 발급, Invoice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지원서류

※ 모든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제출

•

증명사진

•여권사본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원본, 번역본
최종학력 인증서류 원본

•

- 아포스티유(Apostille)
- 주재국 한국영사관/주한자국공관에서 ‘영사확인’
- 중국 :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서(고등학교졸업고사인증서) 원본

(学信网 : www.chsi.com.cn, 学位网 : www.cdgdc.edu.cn)

은행잔고증명서 : 9,000,000원 또는 9,000불 이상 예치(본인 또는 재정보증인)

•

※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번역본(모든 가족사항 포함)

•

외국인등록증 (국내체류자)

•

타 대학 한국어연수 수료증, 성적표(전학희망자)

• 보험가입증명서(국내체류자)

전북대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북대학교 재학생)

•

※ 접수 시 지원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최종합격자에 한해 입국 후 원본서류 제출

학교생활

기숙사
•

BTL 최신식 생활관

•

이용료 : 약 1,000,000원/1학기

•

입주신청 : 온라인 접수 시 기숙사 지원여부에 체크하고, 등록금과 함께 생활관비 납부

•

시설안내
- 2인 1실

- 1일 3식 제공(토, 일 제외)

- 각 호실마다 책상, 의자, 책꽂이, 침대, 옷장, 신발장, 인터넷, 화장실 구비
※ 이불, 베게, 세면도구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

- 공용실 : 휴게실, 세미나실, 독서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AV실
- 부속시설 : 공동세탁실(동전투입세탁기), 식당, 편의점, 문구점, 커피숍 등

한국어 특별과정
•

한국어 회화과정 : 일상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돕는 과정
- 레벨 : 초급/중급/고급

- 수업료 : 450,000원

- 수업시간 : 총 70시간 (봄, 가을학기 : 하루 1시간, 여름, 겨울학기 : 하루 2시간)
•

TOPIK 대비과정 : TOPIK 시험의 신경향을 파악하여 듣기, 쓰기, 읽기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한 TOPIK 급수 취득 과정
TEL. English. 82-63-270-3594/4479

Chinese. 82-63-270-2455, 2454

E-mail. jbnuklec@jbnu.ac.kr

Homepage. lec.jbnu.ac.kr/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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