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어와 문화는 물론 체계적 신앙생활지도를 통해 

천일국 백성을 만들어 갑니다. 

- 도서관, 문화시설 사용가능, 섭리행사 참여 등 선학UP대학원

   대학교와 연계된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배 참석, 봉사, 대학원 수업 청강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 모든 학생은 2인 1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 안내

한국어교육원은,

한국어교육원인가?왜

청평역사의 산실인 천주청평수련원과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원 ! (수련 및 찬양 참석 가능)

  
천일국 말씀연구의 산실인 선학UP대학원과 함께 하는

한국어교육원 ! (대학원 참부모학수업 청강 가능) 

  
강사:학생 비율이 최대 1:12가 넘지 않아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한 한국어교육원 !

  
매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5-6급 합격 학생을

배출시키는 한국어교육원 !

한국어교육원으로 오세요!

(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211

선학UP대학원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입학에 대한 상세정보

한국어교육원 홈페이지 :

           http://tli.sunhakup.ac.kr 

전    화 : +82-31-589-1570

E-mail : tli@sunhakup.ac.kr

일본상담 : +81-3-3486-1311 (한국어교육원 담당)



‘참부모 언어’- ‘한국어’에 대한 참부모님 말씀

“하나님은 무슨 언어를 쓸 것이냐? 참사랑을 통한 주체로

서 대상을 대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것이 온 인류가 가

져야 할 본연의 언어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 본연의 조

국 언어가 바로 한국어예요. 여러분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

느냐? 한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참부모와 참부모의 사상이 

나왔기 때문이예요.” - 1983.2. 27. 벨베디아 수련소

“한국말은 종교적인 술어를 참 풍부히 갖추고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건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심정적 세계의 

표현을 어떤 나라의 말보다도 자세하게 깊이 표현할 수 있

는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 1973. 4. 22. 벨베디아 수련소

 
“재림하시는 주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의 대가족의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법이기 때문이다. 인류

의 부모 되신 예수님이 한국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이

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한국말을 쓰실 것이므로 한국어는 

바로 조국어가 될 것이다.” - 원리강론, pp.567-568

신입생 모집 기간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내용

특별 프로그램

입학수속절차

◆ 초급

1. 자음·모음에 대한 정확한 발음과 이해, 단문표현 연습

2. 기도문이나 말씀 훈독의 정확한 발음 연습하기

3. 일상 한국어의 기본적 표현을 익히기

◆ 중급

1. 문법과 어휘의 유창한 활용능력 기르기

2. 관용적 표현을 익히고 사회문화적 내용의 이해

3.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4. 일기와 기도문 작성하기

◆ 고급

1.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요약하기

2. 신문, TV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시사 이해하기

3.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님 고유 언어 이해하기

4. 전공이나 직업과 관련된 토론능력과 언어기능 기르기

◆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앙상담, 생활지도 등

◆ 문화체험 수업  요리, 공예, 사물놀이 등

◆ 문화연수  서울시내 견학, 전통문화체험, 관광지 견학 등

◆ 한국어 경연대회 및 장기자랑 대회

◆ 봉사활동  교회, 수련원, 천정궁 봉사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

구분 기간 접수방법

1학기 매년 12월 20일경 ~ 1월 20일경 (한 달간) 인터넷

2학기 매년 6월 20일경 ~ 7월 20일경 (한 달간) 인터넷

*방학(하계/동계) 중 “계절학습과정” 별도 모집 운영

입학신청서 작성 (입학생)

수업료 송부 (입학생)

입학허가서 송부 (교육원)

비자관련 서류준비 (입학생)

비자 신청 및 획득 (입학생)

구분 수업기간 비고

정규과정
1학기 매년 3월 2일부터 (15주)

2학기 매년 9월 1일부터 (15주)

계절과정
하계 매년 6월 22일부터 (5~8주)

동계 매년 12월 22일부터 (5~8주)

*수업시간 : 월~금 09시~12시 / 13시~14시

◆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문화체험 수업  

◆ 문화연수  

◆ 한국어 경연대회 및 장기자랑 대회

◆ 봉사활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

◆ 초급

◆ 중급

◆ 고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