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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이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을 
선택하는 이유

● 1개 학기가 2개월로 타대학보다 짧지만,

수업시수는 동일합니다. 

● 집중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서 짧은 기간에 

한국어 등급을 빨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단축한 학습기간만큼 체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초청 한국문화특강, 대학입학특강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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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규과정 
안내

OFF --   LINE
교실수업(대면 수업)

| 수업시간 | 09:00 ~ 14:50(한국시간), 

260분/일, 약 8주  

| 수업방식 | 교실수업

| 분반인원 | 15명 내외 

| 준비서류 | 입학지원서, 최종학력증명서/

성적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국적별 자세한 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 한국생활비 | 주거비용, 교통비 등

ON --   LINE
원격화상수업(비대면 수업)

| 수업시간 | 09:00 ~ 14:50(한국시간),

260분/일, 약 8주  

| 수업방식 | 원격화상수업(Webex 또는 ZOOM)

| 분반인원 | 15명 내외 

| 준비서류 | 입학지원서, 여권사본

※ 한국 입국 희망 시 추가 준비서류 제출 필요  

| 한국생활비 | 없음



2021학년도 수업일정
학기 수업기간 신청기간

1학기 3월 2일 ~ 4월 23일 1월 4일 ~ 1월 29일

2학기 4월 27일 ~ 6월 22일 3월 2일 ~ 3월 26일

3학기 6월 28일 ~ 8월 19일 5월 3일 ~ 5월 28일

4학기 8월 30일 ~ 10월 27일 7월 1일 ~ 7월 30일

5학기 11월 1일 ~ 12월 23일 9월 1일 ~ 9월 30일

6학기 12월 30일 ~ 2022년 2월 25일 11월 1일 ~ 11월 26일

수업운영방식 안내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국정부의 행정명령 및 조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 개설된 수업 운영 방식 중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 100% 교실수업 (코로나19 상황 해제 시에 개설 가능)

- 100% 실시간 원격화상강의 (한국입국 가능 or 학생이 거주하는 현지에서 수강 가능)

- 온-오프 혼합수업 (코로나19 안정화 단계에 개설)

한국어 정규과정 소개

교육비 

학비: 1,600,000원
(포함내역)

정규과정 1개학기 수업료, 유학생보험비

전형료: 60,000원
첫 학기에만 납입

※ 전형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개설급수·개설학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총 6개학기/1년

수업시간 주5일, 09:00 ~ 14:50 260분/일, 약8주

교재 성균한국어 교재는 별도 구매

문의 및 연락처 
언어권 이메일 전화번호 

중국어 

koreanchn@skku.edu +82-2-760-1341

ehgus441@skku.edu +82-2-760-1225

shiyuan127@skku.edu +82-31-290-5522

영어 koreaneng@skku.edu +82-2-760-1345

일본어 
koreanjpn@skku.edu +82-2-760-1225

shiyuan127@skku.edu +82-31-290-5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