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는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를 지향하는 국립대학법인으로 1946년 한국 최초의 국립 종합대학으로 개교했

다. 그 후 70년 이상 각종 교육, 연구 및 편의 시설을 갖춘 넓고 쾌적한 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 교수진들과 학생들은 교육과 연구 활

동에 매진해 왔다. 서울대학교는 2020년 QS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세계 37위, 아시아 11위에 오르는 

등 한국을 넘어선 아시아의 중심 대학이자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는 1969년에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

내 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교수진은 한국어 교육학 및 관련 이론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한

국어교육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저희 교수진은 다년간의 풍부한 교육 경험과 한국어교육 분야의 탁월한 연구 업

적을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최적의 교수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센터는 최첨단 교육 시설에서 쾌적한 편의시설까지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분위

기를 느낄 수 있는 중앙 정원을 둘러싼 2개 동의 교육 시설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이 가능한 최첨단 시

설의 강의실뿐만 아니라 자체 도서실, 수업 후 공부방,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고 카페와 식당, 중고 장터 등의 편의시설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센터의 우수한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도 배

우고,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문화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계에서 온 외국 친구들과 우

정을 나누며, 한국과 한국어의 세계를 멋지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장   장소원

The Korean Language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한국어교육센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학기 기 간 서류 마감 합격통보(e-mail) 배치시험

정규과정

봄 3. 16 – 5. 8 12. 23(월) 1. 6(월) 3. 11(수)

여름 6. 1 – 8. 7 3. 23(월) 4. 6(월) 5. 27(수)

가을 8. 31 – 11. 6 6. 22(월) 7. 6(월) 8. 26(수)

겨울 11. 30 – 2021. 2. 5 9. 21(월) 10. 6(화) 11. 25(수)

특별과정

저녁반 비자 취득자에 한함.

봄 3. 16 – 5. 7 1. 31(금) 2. 7(금) 3. 11(수)

여름 6. 1 – 8. 6 5. 1(금) 5. 8(금) 5. 27(수)

가을 8. 31 – 11. 5 7. 31(금) 8. 7(금) 8. 26(수)

겨울 11. 30 – 2021. 2. 4 10. 30(금) 11. 6(금) 11. 25(수)

여름 5주 한국어 단기 연수 비자 취득자에 한함.

6. 29 – 7. 31 5. 29(금) 6. 3(수) 6. 29(월)

3주 한국어 집중 연수 비자 취득자에 한함.

봄 2. 10 – 2. 28 1. 10(금) 1. 14(화) 2. 10(월)

여름 8. 3 – 8. 21 7. 3(금) 7. 7(화) 8. 3(월)

겨울 2021. 1. 4 – 1. 22 12. 4(금) 12. 8(화) 2021. 1. 4(월)

15주 한국어 과정 비자 취득자에 한함.

봄 3. 11 – 6. 15 2. 7(금) 2. 14(금) 3. 4(수)

가을 9. 2 – 12. 14 8. 7(금) 8. 14(금) 8. 26(수)

국제하계강좌 비자 취득자에 한함.

6. 24 – 7. 24 5. 31(일) 6. 8(월) -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봄 3. 2 – 6. 8 (14주) 1. 31(금) 2. 5(수)

여름 7. 6 – 8. 12 (5주) 6. 5(금) 6. 10(수)

가을 9. 7 – 12. 16 (14주) 8. 7(금) 8. 12(수)

겨울 2021. 1. 4 – 2. 10 (6주) 12. 4(금) 12. 9(수)

※ 본 센터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0 

학사일정

921, 925 관악사(기숙사)

60/행정관(대학본부)
62/중앙도서관, 63/학생회관
(식당, 서점, 보건소, 약국, 기념품점)

58/ SK경영관
113/동원생활관(식당)

137, 137-1, 137-2
언어교육원

152/대외협력본부

정문

71-2/POSCO스포츠센터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137동 101호

TEL.(02)880-5488, 8570  FAX.(02)871-6808

E-mail: klp@snu.ac.kr  

Website: lei.snu.ac.kr

▶137/언어교육원 본관(한국어교육센터)

▶137-1 /언어교육원 신관(CJ어학관)

▶137-2/언어교육원 대림국제관

캠퍼스 

지도

저녁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원하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

램이다.

▶학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연 4학기, 각 10주 과정

▶수업 시간  월, 목 18:30-21:20 (총 60시간/학기)

▶수업료 630,000원 

 ※ 등록자 수가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될 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여름 5주 한국어 단기 연수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단기 연수 과정이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양한 문

화체험에 직접 참여한다.

▶수업 시간 월-금 09:00-13:00 (총 100시간)

▶수업료 1,540,000원 

3주 한국어 집중 연수

3주 간의 집중적인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어 단기 연수과정이다. 

▶학기 봄, 여름, 겨울 연 3~4학기, 각 3주 과정

▶수업 시간 월-금 09:00-13:00 (총 60시간)

▶수업료 770,000원 

국제하계강좌

서울대학교의 국제하계강좌(ISP)와 연계하여 여름 방학 동안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익힐 수 있는 

단기 연수 과정이다. 초급 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

▶수업 시간 월, 수, 목 16:00-18:00 (총 28시간)

▶수업료 1,200,000원 

15주 한국어 과정

교환학생 및 비자를 소지한 일반인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과정으로 본교 수업 학기에 맞추어 15주 

과정으로 진행한다. 부담 없는 학습량으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사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기 봄, 가을 연 2학기, 각 15주 과정(7주 강의+1주 방학+7주 강의) 개강:각 학기 첫째 주 수요일

▶수업 시간 월, 수, 금 09:00-12:00 (총 126시간)

▶수업료 1,100,000원

▶말레이시아 정부장학생 프로그램

▶DLI(Defence Language Institute)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일본 게이오대 단기 연수 프로그램

▶서울일본인학교 교사 한국어 프로그램

▶문화동반자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외교관 대상 한국언어문화 연수 프로그램

▶미국 예일대 라이트 펠로우십 

    (Light fellowship) 프로그램

SPECIAL PROGRAM

TAILORED PROGRAM

특별과정

위탁과정



한국어교육센터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살아 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한다.

▶태권도, 사물놀이, 한국 요리, 한지 공예 배우기

▶공연 관람, 판문점, 신문사, 청와대 견학

▶고궁, 박물관, 청계천, 한옥마을 등 서울의 명소 돌아보기

도우미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의 수강생들로 구성된 도우미들을 본 센터의 외국인 학생들과 1:1

로 연결해 주는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우미들은 정기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서 한

국어 학습과 한국생활 적응을 도와준다.

선택반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규 과정 외에 선택반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한자반, 발음반, 쓰기·문법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준비반

※ 신청 인원이 적은 강좌는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정소개 봄·가을 정규과정  15주(총 130시간)  월, 수, 금 18:30-22:00

               여름·겨울 특별과정  5주(총 130시간)  월, 수, 금 9:30-17:20 / 화, 목 13:30-17:20

▶교과목 영역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

▶교수진 서울대학교 교수, 본원 전임교원, 한국어교육 전문가

▶수업 방식 교실 강의, 교육 실습, 수업 참관, 모의 수업, 학생 지도, 체험 활동 등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국내외 학사 이상(4년제)의 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로

서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자 (TOPIK 6급 합격자, 한국 내의 한국어교육기관에

서 정규과정 6급을 이수한 자, 자국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한국에서 학사 (4

년제) 이상의 학위 취득자)

▶지원 서류 온라인지원서: 본 센터 홈페이지(lei.snu.ac.kr/klec)에서 ‘온라인지원’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연수계획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지원료 : 30,000원 (환불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업료 1,500,000원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PROGRAM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여 한국어의 세계화 및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국어기

본법에 따른 한국어 교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등의 이론 교육과 함께 수업 참관, 모

의수업 등의 체계적인 교육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본 과정 수료생들은 현재 서울대 언어교육원을 비롯한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은 물론 국외

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규과정 지원 시 유의사항

(1) 연수계획서

한국어과정 신청 이유, 과정 이수 후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작성.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하나로 제출, A4 한 장 이내, 자유 양식.

(2)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고등학교부터의 학력사항 및 기타 경력에 대해 간략히 작성. 한국어, 영어, 중

국어, 일본어 중 하나로 제출, A4 한 장 이내, 자유 양식.

(3)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스캔본(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하나

로 제출. 기타 언어로 된 서류는 번역해서 원본 스캔본과 함께 제출)

②   최종학교 전체 성적증명서 원본 스캔본(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하나로 제출. 기타 언어로 된 서류는 번역해서 원본 스캔본과 함께 제출)

     *중국 국적 제출서류(대만, 홍콩 제외)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스캔본

         2) 최종학교 전체 성적증명서 원본 스캔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인증본: 교육부 학력인증보고서 원본 다운로드 

후 첨부. 

학력인증보고서 홈페이지 www.chsi.com.cn, www.cdgdc.edu.cn 

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www.chsi.com.cn에서만 인증 가능) 

인증하거나 공증기관에서 공증 후 영사관 영사확인

         4)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졸업생의 경우 해당없음): 졸업예정증명

서 원본 스캔본과 회고성적표 인증본 제출. 회고성적표를 학력    인증

보고서 홈페이지 www.chsi.com.cn, www.cdgdc.edu.cn 에서 인증

하거나 공증기관에서 공증 후 영사관 영사확인

*   법무부 장관 고시 국가 학생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가나, 이집트, 

페루) 및 중점관리대상 국가 학생 (기니, 말리, 우간다, 에디오피아, 카

메룬):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Apostille) 제출. 

Apostille 미가입국일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야 함.

(4)   은행 잔고 증명서(법무부장관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대상 5개국 학생만 

해당, D-4 비자가 필요 없으면 생략 가능)

① 본인 명의, 부모의 잔고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10,000 USD 이상, 30일 이내 발급된 증명서

*   법무부 장관 고시 21개국 학생: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나이

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가나, 이

집트, 페루

 * 중점관리대상 5개국 학생: 기니, 말리, 우간다, 에디오피아, 카메룬

입학 과정

온라인지원서 접수▶서류심사▶심사 결과 통보 및 등록절차 안내▶등록금 

납부▶개강 안내▶배치고사▶개강

합격자 등록 절차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홈페이지(lei.snu.ac.kr/klec)를 통해 납부 

가능

※등록 취소 및 환불, 등록 연기는 본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등록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지원 서류

온라인지원서 : 본 센터 홈페이지(lei.snu.ac.kr/klec)에서 ‘온라인지원’.

온라인 
지원서

연수계획서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여권
사본

은행잔고
증명서

(본인명의)

보험
증권
사본

지원료
(환불 불가)

정규과정(오전반, 오후반) ○ ○ ○ 상기 서류 모두 ○
○

유의사항 참조
○ 60,000원

저녁반 ○ ○ ○ ○ 30,000원

여름 5주 한국어 단기 연수 ○ ○ ○ ○ 60,000원

3주 한국어 집중 연수 ○ ○ ○ ○ 60,000원

15주 한국어 과정 ○ ○ ○ ○ 60,000원

스마트 한국어과정(시흥캠퍼스) ○ ○ ○ 상기 서류 모두 ○
○

유의사항 참조
○ 60,000원

진학 목적 한국어집중과정
(시흥캠퍼스)

○ ○ ○ 상기 서류 모두 ○
○

유의사항 참조
○ 60,000원

스마트 초단기 한국언어문화과정
(시흥캠퍼스)

○ ○ ○ ○ 60,000원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언어교육원에서는 사증(D-4)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2020
정규과정

기간 서류마감 온라인 배치고사 합격통보 등록금 마감

 스마트 한국어과정                         * 종료 후 관악캠퍼스 정규과정으로 이동 가능

6.22 ~ 8.14* 4.13 (월) 4.14 ~ 19 4.27 (월) 5.3 (일)

8.31 ~ 10.23 6.22 (월) 6.23 ~ 28 7.6 (월) 7.12 (일)

10.26 ~ 12.18 8.24 (월) 8.25 ~ 30 9.7 (월) 9.13 (일)

2021.1.4 ~ 2.26* 11.2 (월) 11.3 ~ 11.8 11.16 (월) 11.22 (일)

진학 목적 한국어집중과정                  * 종료 후 관악캠퍼스 정규과정으로 이동 가능

6.22 ~ 8.7* 4.13 (월) 4.14 ~ 19 4.27 (월) 5.3 (일)

8.31 ~ 10.16 6.22 (월) 6.23 ~ 28 7.6 (월) 7.12 (일)

10.26 ~ 12.11 8.24 (월) 8.25 ~ 30 9.7 (월) 9.13 (일)

2021.1.4 ~ 2.19* 11.2 (월) 11.3 ~ 11.8 11.16 (월) 11.22 (일)

2021
단기과정

스마트 초단기 한국언어문화과정 (*2021년부터 진행 예정)

5.31 ~ 6.11 4.26 (월) 4.27 ~ 5.2 5.4 (화) 5.14 (금)

6.14 ~ 6.25 5.10 (월) 5.11 ~ 16 5.19 (수) 5.28 (금)

8.23 ~ 9.3 7.19 (월) 7.20 ~ 25 7.28 (수) 8.6 (금)

시흥캠퍼스 

학사일정

스마트 한국어과정

한국어 학습을 빨리 끝내고 싶은 학생을 위한 연중 상설 프로그램이다. 집중적인 한국어 학습을 통해 단기간

에 전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진학 목적 한국어집중과정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연중 상설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은 한국어를 집중

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해 개설되었다.

스마트 초단기 한국언어문화과정

스마트 초단기 한국언어문화과정은 짧은 시간에 한국어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초단기 연수과정이다. 6일 간의 한국어 집중 수업과 4일 간의 문화체험을 통해 즐겁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한국어과정

초급       중급 고급

1급/2급 3급/4급 5급/6급

진학 목적 
한국어

집중과정

초급       중급 고급

1급/2급 3급/4급 5급/6급

▶학기 연 6학기, 8주 과정

▶수업 시간  월-금 9:30-15:20 (총200시간/학기)

▶수업료 1,600,000원 

▶학기 연 6학기, 7주 과정

▶수업 시간  월-금 9:30-16:20 (총 210시간/학기)

▶수업료 2,100,000원 

▶학기 연 3학기, 2주 과정

▶수업 시간  월-수 9:30-15:20 (한국어, 총 30시간), 목-금 (문화체험)

▶수업료 1,000,000원 

시흥캠퍼스 

분원

의사소통 중심의 통합적인 한국어 학습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개발된 연중 상설 프로그램이다. 한

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거나 한국 관련 비즈니스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국내 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1급에서 6급까지 총 6개 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은 총 10주에 걸쳐 200시간 동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문화체험에도 참가한다. 각 

반은 12명 내외의 소규모로 구성되며 우수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된다. 정규 과정 등록생은 학내 기숙사

와 일반 연수 비자(D-4)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규반 6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교육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반은 대학 및 대학원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능력 및 직장 생활에 필요한 문화적 배경과 전문적

인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정규과정
초급       중급 고급

연구반
1급/2급 3급/4급 5급/6급

▶학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연 4학기, 각 10주 과정

▶수업 시간 [오전반] 월-금 09:00-13:00 (총 200시간/학기)

             [오후반] 월-금 13:30-17:20 (총 200시간/학기)

             [연구반 오전반] 월-목 09:00-13:00 (총 160시간/학기)

             [연구반 오후반] 월-목 13:30-17:20 (총 160시간/학기)

▶수업료  [오전반] 1,730,000원   [오후반] 1,580,000원   

 [연구반 오전반] 1,390,000원   [연구반 오후반] 1,260,000원

REGULAR PROGRAM
정규과정

언어교육원의 정규반(오전반 및 오후반) 등록 학생들을 위해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팎에 기숙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선착순 배정하며 최대 3학기(9개월)까지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다.

※등록금 계좌와 기숙사비 납부 계좌는 다릅니다.

※서울대 기숙사(교내) 및 언어교육원 기숙사(교외)의 위치 및 시설,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교

육센터 홈페이지(lei.snu.ac.kr/klec)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