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2학기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한국어연수생 모집요강

유학생센터 소개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유학생센터에는 현재 10여개 국가에서 600여명의 외
국인학생들이 대학정규과정 진학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센터에는 한국어교육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우수한 강사진이 수준별 학습
과정을 설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 개인별 밀
착학습관리를 통해 학업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한국의 각종 대학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GLOCAL캠퍼스 유학생센터 또한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우수한 한국어교육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유학생들의 대학진학과 대학생활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모집일정 

구분 내용 비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기간
가을학기 : 2019.07.12.(금)까지

겨울학기 : 2019.09.20.(금)까지
베트남은 별도문의

면접 수시 면접일시 개별통보

합격발표 면접 후 10일 이내 합격여부 개별통보

개강일
가을학기 : 2019.09.02.(월)

겨울학기 : 2019.11.18.(월)



교육과정

Ⅰ급 (10주차) Ⅱ 급 (20주차) Ⅲ 급 (30주차)

한국어 1급 교재
시청각수업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체험

한국어 2급 교재
시청각수업
한국어 심화학습
문화체험

한국어 3급 교재
시청각수업
한국어 심화학습
문화체험

Ⅳ 급 (40주차) Ⅴ 급 (50주차) Ⅵ 급 (60주차)

한국어 4급 교재
시청각수업
전공수업청강
문화체험

한국어 5급 교재
시청각수업
주제별 토의/토론
문화체험

한국어 6급 교재
시청각수업
주제발표
문화체험

소요비용
1. 수 업 료 : 한화 3,000,000원 (2개 학기 400시간 기준)
2. 기숙사비 : 한화 1,230,000원 (16주 기준) * 해오름학사(2인실) 기준
3. 입 학 금 : 한화 100,000원
4. 보 험 료 : 한화 150,000원

장학금
1. 성적장학금 : 20만원 (1개 학기 기준 각반 성적 최우수 학생 1명)
2. 개근장학금 : 수업료의 10% (출석 100%인 학생 중 다음 학기 등록자)

제출서류
① 입학신청서(사진부착)
②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앞면)
③ 신분증 사본 (학생 및 부모 모두 제출)
④ 호구부 사본 (중국/베트남국적자) 
⑤ 부모재직증명서 및 수입증명서 원본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⑦ 최종학력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택1)
    ‐ 전체국가: Apostille 확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

    ‐ 중국: 중국교육부 지정 학력(www.cdgdc.edu.cn), 학위(www.chsi.com.cn) 

인증센터에서 발급

⑧ 재학증명서 (대학 재학 중인 경우)
    - 한국 대학에서 재학일 경우: 재학증명서 발급

    ‐ 중국: 중국교육부 지정 학위 인증센터에서 발급(www.chsi.com.cn) 인증

⑨ 잔고증명서: 10,000$이상 은행 잔고 증명서 (6개월 이상 예치, 본인명의)
     ※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국내은행 기준 1,100 만원 이상

     ※ 출입국사무소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http://www.chsi.com.cn
http://www.chsi.com.cn


⑩ 제출서류 요구사항
    - 상기 모든 증명서는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되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을시 

발급일로부터 30 일 이내만 유효

    - 한국어 혹은 영어 서류가 아닌 경우 번역본 제출 필요(‘번역자 확인서‘ 참조)

문의

전화　　　　 +82-(0)43-840-3180, 3181∼3, 3172, 3174
홈페이지     http://cklce.kku.ac.kr
이메일 (한국어) 706219@kku.ac.kr / songmook@kku.ac.kr  

(중국어) saf007@kku.ac.kr / QQ: 869939769
(베트남어) trandiem@kku.ac.kr

주소　　　　 (27478)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국제교육관(K2건물) 306호 유학생센터

mailto:songmook@kku.ac.kr
mailto:saf007@kk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