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국어교육원 신입생 모집 요강
I. 모집 개요
가. 학습기간
-1 학 기 (봄 과 정 ) : 2022년

3월 2일 ~ 2022년 5월 12일 (10주)

-2 학 기 (여름과정): 2022년 6월 ７일 ~ 2022년 8월 16일 (10주)
-3 학 기 (가을과정): 2022년 9월 6일 ~ 2022년 11월 18일 (10주)
-4 학 기 (겨울과정): 2022년 12월 5일 ~ 2023년 2월 14일 (10주)
*공휴일로 정해진 평일은 일반 평일로 대체 수업을 진행함.

나. 모집대상 : 참부모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식구(만 18세이상)
다. 분반구성 : 정규 코스 - 초급반 / 중급반 / 고급반 (입학 시 레벨테스트 후 점수에 따라 분반)
라. 강의시간 : 10주 코스: 200시간 (1일/4시간 X 1주/5일 X 10주)

II. 모집(원서접수)
구분

모집기간

송금기간

1학 기 (봄 과 정 )

2021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1일 ~ 2022년 2월 11일

2학기(여름과정)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31일

2022년 3월 1일 ~ 2022년 5월 13일

3학기(가을과정)

2022년 6월 1일 ~ 2022년 7월 31일

2022년 6월 1일 ~ 2022년 7월 31일

4학기(겨울과정)

2022년 9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2022년 9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비자 관계로 인해 2학기(20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III. 입학지원 절차
입학원서 접수/ 등록금 납부 (입학생)
▼
비자서류 발송 (교육원)
▼
비자 신청 / 획득 (입학생)
▼
한국입국 (입학생)

- 입학원서 작성 후 접수 (Fax / E-mail / 일본현지 접수)
- 학교에서 비자취득 관련 서류 우편발송
- 학교발송서류와 본인준비서류를 가지고 한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취득
- 비자취득 후 입국

○코로나사태로 인한 안내
*예방접종완료자(백신2차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또는 ３차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되므로 자국에서 되도록 예방접종을 하시고 입국하시기 바랍니다.(증명서 소지 필수.)
*예방접종미완료자일 경우, 보건소에서 PCR검사 후 7일간 자가격리.(학교에서 시설 제공 불가.)

IV. 원서접수 방법
세
Fax 전송
E-mail 전송

부

사

항

비

고

입학원서를 작성한 후 Fax로 전송

Fax : +82-31-589-1579

입학원서를 작성한 후 E-mail로 전송

E-mail : tli@sunhakup.ac.kr

- 입학원서는 학교 E-mail로 문의하여 양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Fax 및 E-mail 접수를 하실 경우 반드시 한국어교육원 사무실에 접수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V. 등록금
1. 10주 코스 등록금(원서 접수 시 계좌송금)
내

용

금

원서 접수비

비

50,000 원

수 업 료
기숙사

액

1,200,000 원

고

단, 재입학자는 제외
10주

숙박비

450,000 원

13주(방학 포함) 10% 할인 적용

식

400,000 원

10주:월~금(점심/저녁만 제공) 주말,공휴일 제외

비

계

2,100,000 원

송금 계좌번호 : 우체국 / 101956-05-000191 / 예금주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BANK NAME
SWIFT CODE
NATION
ACCOUNT NAME
ACCOUNT NUMBER
ADDRESS
TEL

KOREA POST OFFICE
SHBKKRSEKPO
SOUTH KOREA
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University
101956-05-000191
324-211,MISARIRO, SEORAK-MYEON, GAPYEONG-KUN, GYEONGGI-DO 12461, SOUTH KOREA
031-589-1570/ 031-589-1572

♤ 등록금은 송금기간 내에 납부(계좌송금) 하여야 합니다.
２. 입학 후 별도 납부금
내
교재비

용

금

액

수업 교과서

60,000 원

외국인증등록비
유학생보험비
계

비

고

반(레벨)별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0,000 원
60,000 ~ 90,000 원
150,000 ~ 180,000

연령, 성별 및 국가에 따라 다름

원

* 문화연수비 : 입학 후 경비 분담

VI. 생활관비 지원혜택 안내
헤택 종류

대상자

혜택 내용

심정 학생

가정연합 전/현직／미래 공직자(또는 배우자)

생활관비 지원

먼 거리에서 오는 경우

한 학기
생활관비 지원

한 가정의 형제들이 어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한 학기
생활관비 지원

학업에 성실한 학생 중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 학기
생활관비 지원

원거리 학생
형제 자매 학생
모범학생

비고

편도 항공권
６０만원 기준
졸업생 가정도 해당

생활관비 지원헤택은 기숙사에 사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중복 불가이며 2학기 이상 수강하는 학생에게 작용.
*심정 학생 해당일 경우, 전/ 현/ 미래 공직에 대한 증빙 자료 제줄.
*모범학생은 한 학기에 전체학생 대비 5%로 선출하여 지원. 예) 30명 입학 시 1~2명, 40명 입학 시 2명
*자세한 내용은 학교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II. 비자 안내
1. 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필수적으로 어학연수비자(D-4)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 어학연수비자는 각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비자신청 시 국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한국대사관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
다.
4. D-4 비자는 6개월간 유효하며 한국 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한국대사관에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서 발급을 받습니다.
가. 학교발송 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국가에 따라, 연수계획서, 신원보증서 등 의 추가적인 서류 필요)
나. 개인준비 서류 : 각 증명서류 등 (해당국 한국대사관에 개별 문의)
6. 비자 신청 후, 발급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격리기간이 있으므로, 늦어도 입국 2달 전에 수속을 시작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비자 취득 절차
입학원서 접수, 등록금 납부 (입학생)
▼
비자취득을 위한 서류발송 (한국어교육원)
▼
비자 신청 / 취득 (입학생)
▼
한국입국 (입학생)

- 원서접수 기간에 “입학원서”와 “등록금”납부
- 합격자에게 국제우편 발송 (표준입학허가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 학교에서 발송한 서류로, 각국의 한국대사관에서 개별 신청하여 취득

VIII. 학생 보험
모든 학생은 입학 전 자기 나라에서 여행자보험 또는 현지 유학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체류가 6개월 이상이 된 학생은 자동으로 한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IX. 연 락 처
1. 홈페이지 : http://tli.sunhakup.ac.kr
2. 입학문의 전화 : + 82-31-589-1570
3. E-mail : tli@sunhakup.ac.kr(원서접수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