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강좌 여름 단기과정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 대상 : 단기간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 강의일정

• 접수마감 : 2021. 07. 09.(금)까지

• 강의내용 : 한국어 수업 및 한국문화체험

  - 1:1 학습코칭 제공

  - 본교 한국인 또는 외국인 학생과 매칭하여 한국어도우미 교류 진행(코로나 상황에 따라 운영)

- 2주 과정은 2학점 또는 3학점이 인정되는 성적표 발급 가능.
단, 성적 인정 여부는 소속 학교에 반드시 문의(1주 과정은 학점 인정 불가)

• 수료기준 

 - 1주 과정 : “한국어 수업”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수료증을 발급함

 - 2주 과정 :  “한국어 수업”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며, 

             한국어 시험 점수 및 출석률, 태도 등으로 성적 산출하여 성적표 발급

▢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단기과정 수업

▢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간동안 실시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기과정

주수 강의 기간 학점 수강료 비고

1주

(오프라인)
2021.08.09. ~ 08. 13.(1주) - 600,000원

교재, 체험비, 숙박비 아침 식사 

포함

(자가격리비용, 항공비, 보험 

불포함)

2주

(오프라인)
2021. 08. 09. ~ 08. 20.(2주) 3학점 980,000원

2주

(온라인)
2021. 08. 09. ~ 08. 20.(2주) 2학점 500,000원 오전반, 야간반 운영

8월 1주/2주 한국어강좌 단기과정



• 세부 일정표

1) 1주 단기과정(오프라인) : 한국어수업 16시수, 문화활동 4회

2) 2주 단기과정(오프라인) : 50시수(3학점, 한국어수업 34시수, 문화활동 7회)

   

3) 2주 단기과정(온라인) : 30시수(2학점, 한국어수업 27시간, 문화활동 2회)

  m 오전반(10:00 ~ 13:00)

  

시간 (월) (화) (수) (목) (금)

1주

1교시 10:00~11:30 한국어 수업(75분)

2교시 11:30~13:00 한국어 수업(75분) 문화활동
(부산투어)

한국어수업
(75분)

3교시 13:00~14:30

2주

1교시 10:00~11:30 한국어 수업(75분)

2교시 11:30~13:00 한국어 수업(75분) 문화활동
(문화체험)

수료식

3교시 13:00~14:30  

  m 야간반(18:00 ~ 21:00)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1교시 18:00~19:30 한국어 수업(75분) 문화활동

(부산투어)2교시 19:30~21:00 한국어 수업(75분)

2주
1교시 20:00~19:30 한국어 수업(75분) 문화활동

(문화체험)

한국어 
수업(75분)

2교시 21:30~21:00 한국어 수업(75분) 수료식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시간 (월) (화) (수) (목) (금)

1주
09:00~13:00 한국어 수업

문화활동Ⅱ
(시티투어버스)

한국어 수업

14:00~18:00
문화활동Ⅰ

①
문화활동Ⅰ

②
문화활동Ⅰ

③
시간 (월) (화) (수) (목) (금)

2주
09:00~13:00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
수료식

14:00~18:00
문화활동Ⅰ

④
문화활동Ⅰ

⑤
문화활동Ⅰ

⑥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 ~ 13:00 한국어 수업

문화활동Ⅱ
(시티투어버스)

한국어 수업

14:00 ~ 18:00
문화활동Ⅰ

①
문화활동Ⅰ

②
문화활동Ⅰ

③
수료식



 • 신청방법 : E-mail 신청

 • 신청서류 : 지원서 1부, 여권 사본(비자면 포함),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뒷면, 해당자만)

 • 신청절차  ※ 오프라인 단기과정은 비자가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 (개설 여부 확정 후) 수강료 납부 ⇒ 입국/수업시작

 • 숙소(*원의 사정에 따라 장소 변경 가능, 오프라인 수업에 한함)

  - 숙박 및 아침식사 제공(수강료에 포함), 단 수료식 당일 숙박 불포함

- 숙박기간

 1) 1 주: 2021. 08. 09. ~ 2021. 08. 13. (13 일 체크아웃)

 2) 2 주: 2021. 08. 09. ~ 2021. 08. 20. (20 일 체크아웃)

 • 환불안내

  - 개강 15 일 전: 수강료의 90% 환불

- 개강 14 일 ~ 8 일 전: 수강료의 70% 환불

- 개강 7 일 전 ~ 개강일: 수강료의 50% 환불

  - 개강 후: 환불 없음

  -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는 수강료에서 공제함

 • 기타사항

- 일정 인원이 되지 않을 때는 반이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자가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 여부 변경 가능



• 오시는 길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시는 방법

김해국제공항 3번 버스 정류장에서 307번 좌석버스 탑승 → 지하철 동래역 하차 →

지하철 1호선 노포동 방향 승차 → 장전역 하차 → 1, 3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부산 기차역에서 오시는 방법

부산역 하차 → 역사 밖으로 나와 지하철역 입구로 이동 → 지하철 1호선 노포동 방향 승차 → 

장전역 하차 → 1, 3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노포동 버스터미널에서 오시는 방법

신평 행 지하철 열차 승차 → 장전역에서 하차 → 1, 3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문 의 처

Tel. +82-51-510-1984 Fax. +82-51-514-3944

E-mail korean01@pusan.ac.kr 홈페이지 http://lei.pusan.ac.kr/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279번길 91, 언어교육원 504호, 우편번호 46287 

(상남국제회관 맞은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