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단기집중과정 

2022학년도 여름학기 1차(7월)

[과정소개]

1. 수업일정

과정명 수강신청기간 수업기간

2022학년도 여름학기(7월) 2022.05.02.~2022.05.26 2022.06.30.~2022.07.27(4주) 온라인

2. 자격요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학 능력이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3. 수업시간: 월~금 오전 9:00 ~ 오후 12:00 (한국시간 기준), 총 60시간  

  ※ 한국문화체험활동(캘리그라피, 요리 및 전통시장 투어 등)은 신청자에 한해 무료 제공, 총 2회

4. 수업내용

구분 한국어 수업의 주제와 기능  교재

초급 1

인사, 일상생활, 물건 사기, 하루 일과, 음식 주문, 휴일 계획 등 일

상생활을 표현하는 기본 어휘와 한국어의 기본 문장을 이해하고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1

초급 2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인 자기소개, 건강, 여가 활동, 좋아

하는 것, 여행 등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 묻기, 

옷 사기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2

중급 1

새로운 생활, 나의 성향, 내게 특별한 사람, 일상의 변화 등 개인적, 

사회적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가입, 생

활용품 구입 등을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3A

고려대 한국어 3B

중급 2

진로, 소식과 정보, 취업, 건강관리, 사건・사고 등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 등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습

니다.

고려대 한국어 4A

고려대 한국어 4B

고급 1

봉사하는 삶, 건강한 생활, 생활 속 과학, 경제생활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친숙한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

니다.

재미있는 한국어 5

고급 2

한국인의 의식 구조, 남한과 북한, 교육 문제 민주화와 산업화, 변

화하는 사회 등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등의 전문적이고 추상

적인 주제에 대해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국어 6

5. 수업방법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 고려대학교 학습관리 시스템(블랙보드)를 통한 학습자료 제공

6. 수료증 발급: 출석 및 성적 70% 이상 충족 시 



[등록절차]

1-1. 수업료 납부

구분 수업료 비고

신규등록 1,000,000원 전형료 60,000원 포함

재등록 940,000원 최근 1년 이내 본 센터 한국어 과정을 수강한 경우

※ 아래 수업료 할인 유형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kuklc2978@gmail.com로 사전연락 바랍니다. 

  - 본교 재학생 / 본교 교우 및 교우자녀 / 본교 교직원 자녀 

  - 각국 정부 기관 파견 외교관, 공무원 및 그의 가족 

  - 가족 구성원 2명 이상 동시 수강 

1-2. 입금계좌 정보

※ 수업료 입금 시 반영되는 모든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은행명 KEB Hana Bank 

은행주소 KEB Hana Bank i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SWIFT CODE KOEXKRSE 

예금주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IFLS, Korea University)

계좌번호 391-810003-47604

2. 수강신청: 다음의 링크(바로가기)에서 수강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1)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3) 자기소개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수업료 납입확인증 

              5) 수업료 할인혜택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반편성 시험]

구분 일자 비고

반편성시험 2022년 6월 3일(금) ZOOM을 이용한 1:1 말하기 인터뷰 진행 

분반배정 및 

개/폐강 공지
2022년 6월 9일(목) 개설충족인원(분반별 8명)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안내문 발송 2022년 6월 24일(금) 온라인 수업접속 링크 안내 등 

※ 최소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시, 전형료를 포함한 수업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수강취소 및 환불]

※ 수업료 환불시 반영되는 모든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취소

- 국제어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등록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소 시에는 환불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함   

https://forms.gle/GkZLcvF6qvapo8MK9
https://klc.korea.ac.kr/klckor/download.do?mode=view&articleNo=283633&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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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전형료는 환불 불가

- 개강 전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환불

- 개강 후 수업일의 1/3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의 2/3 환불

- 개강 후 수업일의 1/2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의 1/2 환불

- 개강 후 수업일의 1/2 이후: 환불 불가

[수업일정표]

※ 아래 수업일정은 본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체험활동은 신청자에 한해 2~3주차 오후시간대에 총 2회 제공 예정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일정 및 신청방법은 개강 후 공지합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6/30 7/1

9:00~9:50
개강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10:00~10:50

11:10~12:00

7/4 7/5 7/6 7/7 7/8

9:00~9:50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10:00~10:50

11:10~12:00

7/11 7/12 7/13 7/14 7/15

9:00~9:50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퀴즈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10:00~10:50

11:10~12:00

7/18 7/19 7/20 7/21 7/22

9:00~9:50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10:00~10:50

11:10~12:00

7/25 7/26 7/27

9:00~9:50

한국어 
통합수업

기말시험
한국어 

통합수업
종강

10:00~10:50

11:10~12:00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단기집중과정 

2022학년도 여름학기 2차(8월)

[과정소개]

1. 수업일정

과정명 수강신청기간 수업기간

2022학년도 여름학기(8월) 2022.06.07.~2022.06.23. 2022.08.01.~2022.08.26(4주) 온라인

2. 자격요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학 능력이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3. 수업시간: 월~금 오전 9:00 ~ 오후 12:00 (한국시간 기준), 총 60시간  

  ※ 한국문화체험활동(캘리그라피, 요리 및 전통시장 투어 등)은 신청자에 한해 무료 제공, 총 2회

4. 수업내용

구분 한국어 수업의 주제와 기능  교재

초급 1

인사, 일상생활, 물건 사기, 하루 일과, 음식 주문, 휴일 계획 등 일

상생활을 표현하는 기본 어휘와 한국어의 기본 문장을 이해하고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1

초급 2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인 자기소개, 건강, 여가 활동, 좋아

하는 것, 여행 등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 묻기, 

옷 사기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2

중급 1

새로운 생활, 나의 성향, 내게 특별한 사람, 일상의 변화 등 개인적, 

사회적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가입, 생

활용품 구입 등을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3A

고려대 한국어 3B

중급 2

진로, 소식과 정보, 취업, 건강관리, 사건・사고 등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 등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습

니다.

고려대 한국어 4A

고려대 한국어 4B

고급 1

봉사하는 삶, 건강한 생활, 생활 속 과학, 경제생활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친숙한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

니다.

재미있는 한국어 5

고급 2

한국인의 의식 구조, 남한과 북한, 교육 문제 민주화와 산업화, 변

화하는 사회 등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등의 전문적이고 추상

적인 주제에 대해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국어 6

5. 수업방법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 고려대학교 학습관리 시스템(블랙보드)를 통한 학습자료 제공

6. 수료증 발급: 출석 및 성적 70% 이상 충족 시 



[등록절차]

1-1. 수업료 납부

구분 수업료 비고

신규등록 1,000,000원 전형료 60,000원 포함

재등록 940,000원 최근 1년 이내 본 센터 한국어 과정을 수강한 경우

※ 아래 수업료 할인 유형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kuklc2978@gmail.com로 사전연락 바랍니다.

  - 본교 재학생 / 본교 교우 및 교우자녀 / 본교 교직원 자녀 

  - 각국 정부 기관 파견 외교관, 공무원 및 그의 가족 

  - 가족 구성원 2명 이상 동시 수강 

1-2. 입금계좌 정보

※ 수업료 입금 시 반영되는 모든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은행명 KEB Hana Bank 

은행주소 KEB Hana Bank i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SWIFT CODE KOEXKRSE 

예금주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IFLS, Korea University)

계좌번호 391-810003-47604

2. 수강신청: 다음의 링크(바로가기)에서 수강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1)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3) 자기소개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수업료 납입확인증 

              5) 수업료 할인혜택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반편성 시험]

구분 일자 비고

반편성시험 2022년 7월 1일(금) ZOOM을 이용한 1:1 말하기 인터뷰 진행 

분반배정 및 

개/폐강 공지
2022년 7월 7일(목) 개설충족인원(분반별 8명)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안내문 발송 2022년 7월 26일(화) 온라인 수업접속 링크 안내 등 

※ 최소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시, 전형료를 포함한 수업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수강취소 및 환불]

※ 수업료 환불시 반영되는 모든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취소

- 국제어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등록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소 시에는 환불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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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ms.gle/V69WvuvSKfYYNyLH8
https://klc.korea.ac.kr/klckor/download.do?mode=view&articleNo=283633&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


환불

- 전형료는 환불 불가

- 개강 전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환불

- 개강 후 수업일의 1/3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의 2/3 환불

- 개강 후 수업일의 1/2 이내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의 1/2 환불

- 개강 후 수업일의 1/2 이후: 환불 불가

[수업일정표]

※ 아래 수업일정은 본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체험활동은 신청자에 한해 2~3주차 오후시간대에 총 2회 제공 예정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일정 및 신청방법은 개강 후 공지합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1주차 8/1 8/2 8/3 8/4 8/5

9:00~9:50
개강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10:00~10:50

11:10~12:00

2주차 8/8 8/9 8/10 8/11 8/12

9:00~9:50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퀴즈
10:00~10:50

11:10~12:00

3주차 8/15 8/16 8/17 8/18 8/19

9:00~9:50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10:00~10:50

11:10~12:00

4주차 8/22 8/23 8/24 8/25 8/26

9:00~9:50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한국어 

통합수업
기말시험

한국어 
통합수업

종강
10:00~10:50

11:10~12:00



Level Topics and Class Objectives Textbook

Beginner 1

Can understand and use basic Korean vocabulary and 

sentences for situations, such as daily life, greetings, 

shopping, ordering food, planning holidays, and etc.

고려대 한국어 1

Beginner 2

Can understand and express sufficient Korean language 

for topics from daily life, such as self-introductions, 

health, hobbies, favorite things, family, travel, and etc. 

Can also communicate for daily situations, such as 

asking for directions, shopping for clothes, celebrations, 

and mourning

고려대 한국어 2

Intermediate 1

Can understand and express sufficient Korean language 

for personal and social topics in paragraph format, such 

as changes in weather, new life changes, personality, 

special relationships, daily routines, and embarrassing 

situations. Can also establish social relationships or 

communicate in social contexts by joining clubs and 

purchasing household goods, and etc.

고려대 한국어 3A

고려대 한국어 3B

Intermediate 2

Can understand and express sufficient Korean language 

for social and abstract topics, such as career, news, 

current events, employment, healthcare, accidents, and 

changes in society. Can also perform advanced 

communication such as expressing differences of opinion 

and giving presentations on specific topics.

고려대 한국어 4A

고려대 한국어 4B

Advanced 1 

Can understand and express familiar topics related to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volunteering, 

healthy living, science in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재미있는 한국어 5

Korean Language Center, Korea University 

Short-term Intensive Program 1st Summer Session (July 2022) 

[Program Overview]

1. Schedule

Term Application Class Period 

1st Summer

(July 2022)
2 May 2022 ~ 26 May 2022

30 June 2022 ~ 27 July 2022

(4 weeks) 
online

2. Requirements: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with a high school diploma, prospective graduates, 

or with the equivalent academic qualifications.

3. Class time: Monday to Friday, 9AM to 12PM (KST)

4. Class Curriculum



Advanced 2

Can understand and express content related to abstract 

and specialized topics, such as politics, economics, 

history, society, and culture (Korean consciousness 

structure,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industrialization, education, and societal development).

재미있는 한국어 6

  

5. Class Method

◦ Real-time online class via Zoom 

◦ Class materials will be provided via Korea University LMS (Blackboard)

6. Certificate of Completion  

◦ Will be awarded to those who attain 70% or above in regards to attendance and grades

[Registration]

1-1. Tuition

Amount Note 

New 1,000,000원 Admission Fee (60,000 KRW) is included 

Re-enrollment 940,000원
For those who have attended the KLC program, 

within one year

※ If any of the following tuition discounts apply to you, please consult kuklc2978@gmail.com.

◦Korea University (KU) students 

◦KU graduates or children of KU alumni / children of KU faculty or staff members 

◦Foreign diplomats and government officials residing in Korea and their families

◦Two or more immediate family members who are taking classes at the same time

1-2. Payment of Tuition

※ Students will be responsible for all transaction costs related to depositing the tuition fee.

Bank Name KEB Hana Bank 

Bank Address KEB Hana Bank i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SWIFT CODE KOEXKRSE 

Account Holder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IFLS, Korea University)

Account Number 391-810003-47604

2. Application Submission: Apply through the link (Click Here) and upload the required documents.

※ Required Documents: 

          1) Copy of Passport (photo page)

          2) Document Certifying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e.g.,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certificate of graduation, degree, diploma)

user
형광펜


https://forms.gle/V69WvuvSKfYYNyLH8


          3) Self-introduction Writing (form can be downloaded from here)

          4) Remittance Receipt of Tuition Fee 

          5) Proof of Tuition Discount Documents (when applicable)

[Placement Test]

기간 비고

Placement Test 3 June 2022 (Fri) 1:1 interview on Zoom (takes about 10 minutes) 

Post-placement 

Test Notification
9 June 2022 (Thu)

The class may not be offered if the minimum 

number of students (eight per class) is not met  

Class Notification 24 June 2022 Guidelines on accessing online classes etc. 

※ In case of closure due to insufficient minimum number of students, the entire tuition including 

admission fees will be refunded.

[Class Schedule]

Days Mon Tue Wed Thu Fri

30 Jun 1 Jul

9:00~9:50 Class Start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10:00~10:50

11:10~12:00

4 Jul 5 Jul 6 Jul 7 Jul 8 Jul

9:00~9:50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10:00~10:50

11:10~12:00

11 Jul 12 Jul 13 Jul 14 Jul 15 Jul

9:00~9:50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Quiz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10:00~10:50

11:10~12:00

18 Jul 19 Jul 20 Jul 21 Jul 22 Jul

9:00~9:50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10:00~10:50

11:10~12:00

 Jul 26 Jul 27 Jul

9:00~9:50 Korean 
Language 

Class
Final Test

Korean 
Language 

Class
Class Ends

10:00~10:50

11:10~12:00

※ The class schedule above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KLC.

※ Two times of Experiencing Korean Culture Activities (Calligraphy, Cooking, Online Museum Tour etc.) 

will be available to those interested at no cost. Detailed information will be announced after the 

program starts.

(Fri)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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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펜


https://klc.korea.ac.kr/klckor/download.do?mode=view&articleNo=283633&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


[Cancellation and Refund]

※ Students will be responsible for all transaction costs related to refunding the tuition fee.

Cancellation

- Course registration may be canceled only if it is recognized by the director 

of IFLS. 

- In cas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n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and 

related evidential documents must be submitted.

- In case of cancellation, tuition fees are refunded in accordance with the 

refund regulations.

Refund

- Admission fees cannot be refunded

- If cancellation occurs:

  · Before orientation: Full refund of tuition possible

  · 1/3 of the way into the program: 2/3 refund of tuition possible

  · Half way through the program: 1/2 refund of tuition possible

  · Refund not available after half of the program has been completed

  



Level Topics and Class Objectives Textbook

Beginner 1

Can understand and use basic Korean vocabulary and 

sentences for situations, such as daily life, greetings, 

shopping, ordering food, planning holidays, and etc.

고려대 한국어 1

Beginner 2

Can understand and express sufficient Korean language 

for topics from daily life, such as self-introductions, 

health, hobbies, favorite things, family, travel, and etc. 

Can also communicate for daily situations, such as 

asking for directions, shopping for clothes, celebrations, 

and mourning

고려대 한국어 2

Intermediate 1

Can understand and express sufficient Korean language 

for personal and social topics in paragraph format, such 

as changes in weather, new life changes, personality, 

special relationships, daily routines, and embarrassing 

situations. Can also establish social relationships or 

communicate in social contexts by joining clubs and 

purchasing household goods, and etc.

고려대 한국어 3A

고려대 한국어 3B

Intermediate 2

Can understand and express sufficient Korean language 

for social and abstract topics, such as career, news, 

current events, employment, healthcare, accidents, and 

changes in society. Can also perform advanced 

communication such as expressing differences of opinion 

and giving presentations on specific topics.

고려대 한국어 4A

고려대 한국어 4B

Advanced 1 

Can understand and express familiar topics related to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volunteering, 

healthy living, science in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재미있는 한국어 5

Korean Language Center, Korea University 

Short-term Intensive Program 2nd Summer Session (August 2022) 

[Program Overview]

1. Schedule

Term Application Class Period 

2nd Summer 

(August 2022)
7 Jun 2022 ~ 23 Jun 2022

1 Aug 2022 ~ 26 Aug 2022

(4 weeks) 
online

2. Requirements: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with a high school diploma, prospective graduates, 

or with the equivalent academic qualifications.

3. Class time: Monday to Friday, 9AM to 12PM (KST)

4. Class Curriculum



Advanced 2

Can understand and express content related to abstract 

and specialized topics, such as politics, economics, 

history, society, and culture (Korean consciousness 

structure,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industrialization, education, and societal development).

재미있는 한국어 6

  

5. Class Method

◦ Real-time online class via Zoom 

◦ Class materials will be provided via Korea University LMS (Blackboard)

6. Certificate of Completion  

◦ Will be awarded to those who attain 70% or above in regards to attendance and grades

[Registration]

1-1. Tuition

Amount Note 

New 1,000,000원 Admission Fee (60,000 KRW) is included 

Re-enrollment 940,000원
For those who have attended the KLC program, 

within one year

※ If any of the following tuition discounts apply to you, please consult kuklc2978@gmail.com.

◦Korea University (KU) students 

◦KU graduates or children of KU alumni / children of KU faculty or staff members 

◦Foreign diplomats and government officials residing in Korea and their families

◦Two or more immediate family members who are taking classes at the same time

1-2. Payment of Tuition

※ Students will be responsible for all transaction costs related to depositing the tuition fee.

Bank Name KEB Hana Bank 

Bank Address KEB Hana Bank i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SWIFT CODE KOEXKRSE 

Account Holder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IFLS, Korea University)

Account Number 391-810003-47604

2. Application Submission: Apply through the link (Click Here) and upload the required documents.

※ Required Documents: 

          1) Copy of Passport (photo page)

          2) Document Certifying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 (e.g.,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certificate of graduation, degree, dip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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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ms.gle/V69WvuvSKfYYNyLH8


          3) Self-introduction Writing (form can be downloaded from here)

          4) Remittance Receipt of Tuition Fee 

          5) Proof of Tuition Discount Documents (when applicable)

[Placement Test]

기간 비고

Placement Test 1 July 2022 (Fri) 1:1 interview on Zoom (takes about 10 minutes) 

Post-placement 

Test Notification
7 July 2022 (Thu)

The class may not be offered if the minimum 

number of students (eight per class) is not met  

Class Notification 26 July 2022 (Tue) Guidelines on accessing online classes etc. 

※ In case of closure due to insufficient minimum number of students, the entire tuition including 

admission fees will be refunded.

[Class Schedule]

Days Mon Tue Wed Thu Fri

1 Aug 2 Aug 3 Aug 4 Aug 5 Aug

9:00~9:50 Class Start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10:00~10:50

11:10~12:00

8 Aug 9 Aug 10 Aug 11 Aug 12 Aug

9:00~9:50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Quiz

10:00~10:50

11:10~12:00

15 Aug 16 Aug 17 Aug 18 Aug 19 Aug

9:00~9:50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10:00~10:50

11:10~12:00

22 Aug 23 Aug 24 Aug 25 Aug 26 Aug

9:00~9:50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Class
Final Test

Korean 
Language 

Class
Class Ends

10:00~10:50

11:10~12:00

※ The class schedule above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KLC.

※ Two times of Experiencing Korean Culture Activities (Calligraphy, Cooking, Online Museum Tour etc.) 

will be available to those interested at no cost. Detailed information will be announced after the 

program st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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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lc.korea.ac.kr/klckor/download.do?mode=view&articleNo=283633&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


[Cancellation and Refund]

※ Students will be responsible for all transaction costs related to refunding the tuition fee.

Cancellation

- Course registration may be canceled only if it is recognized by the director 

of IFLS. 

- In cas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n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and 

related evidential documents must be submitted.

- In case of cancellation, tuition fees are refunded in accordance with the 

refund regulations.

Refund

- Admission fees cannot be refunded

- If cancellation occurs:

  · Before orientation: Full refund of tuition possible

  · 1/3 of the way into the program: 2/3 refund of tuition possible

  · Half way through the program: 1/2 refund of tuition possible

  · Refund not available after half of the program has been completed

  



⾼麗⼤学韓国語センター

短期集中過程 2022年度夏学期(7月)

[課程紹介]

1. 授業日程

学期 申請期間 授業期間

2022-2-1 2022.05.02.~2022.05.26. 2022.06.30.~2022.07.27. オンライン

2. 志願資格: 高校または大学を卒業（在学または卒業予定）の方またはそれに相当する学

習能⼒がある方で、在外韓国⼈及び外国⼈

3. 授業時間: 月曜日~⾦曜日 午前 9:00 ~ 午後 12:00 (韓国時間), 総60時間

※ 韓国文化体験(カリグラフィー, K-POPダンス, 韓国市場ツアー等)は申請者に限り無料提供

4. 授業内容

レベル 授業目標 教材

初級1

挨拶、買い物、日課、食べ物の注文、休日の計画など、日

常生活を表現する基本的な語彙と韓国語の基本文章を理解

して話すことができます。

고려대 한국어 1

初級2

よく話の話題になる自己紹介、健康、趣味、好きな物、旅

⾏などについて理解し、表現できます。道の問い、ショッ

ピング等の基本的な会話ができます

고려대 한국어 2

中級1

新しい生活、自分の好み、自分に特別な⼈、日常の変化な

ど、個⼈的・社会的テーマについて理解し話すことができま

す。サークルの加入、生活用品の購入などを通じ⼈間関係で

の表現ができます。

고려대 한국어 3A

고려대 한국어 3B

中級2

進路、情報、就職、健康管理、事件・事故などのテーマにつ

いて理解し話すことができます。友達との考えの違いなど世

間の話題について具体的に話すことができます 。

고려대 한국어 4A

고려대 한국어 4B



高級1

ボランティア活動、健康な生活、生活中の科学、経済生活な

ど、政治、経済、社会、文化に関するテーマについて会話が

できます。

재미있는 한국어 5

高級2

韓国⼈の認識、韓国と北朝鮮、教育、⺠主化と産業化、変化

する社会で政治、経済、歴史、社会、文化などの専門的なテ

ーマで話すことができます。

재미있는 한국어 6

5. 授業方法

∙ ZOOMを使った同期型オンライン講義

∙ 高麗大学 LMS(ブラックボード)を通じ学習資料提供

6. 修了基準︓出席及び成績が7割以上である場合、証明書を発給

[登録の手続き]

1-1. 授業料

授業料 その他

新入登録 1,000,000 KRW 選考料60,000KRW含め

再登録 940,000 KRW 過去1年間以内にセンターの受講履歴がある場合

※ 下記の割引対象に該当する場合、kuklc2978@gmail.comにご連絡ください。

- 高麗大学の在学生 / 高麗大学校友の⼦⼥及び教職員の⼦⼥/ 高麗大学教職員の⼦⼥

- 韓国に派遣された外交官、公務員及びその家族

- 兄弟姉妹、夫婦が同時に受講する場合

1-2. 授業料のご納付

※ 授業料の送⾦時発生する全ての手数料は受講生の負担になります。

振込先銀⾏名 KEB Hana Bank 

銀⾏住所 KEB Hana Bank i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SWIFT CODE KOEXKRSE 

口座名義人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IFLS, Korea University)

口座番号 391-810003-47604



2. 申請: リンク(クリック)にて 申請書作成及び提出書類アップロード

※ 提出書類: 1) パスポートの顔写真面のコピー１枚

  2) 学歴証明書 (卒業証明書または在学証明書など) １枚

3) 自己紹介書 (韓国語センターのウェブサイトでダウンロード) (クリック)

4) 授業料送⾦証

5) 授業料割引対象の書類 (該当者のみ提出)

[クラス分けインタビュー]

日時 その他

インタビュー日付 2022年 6月 3日(⾦)
ZOOMを使った1:1の会話インタ

ービュー

クラス分け及び

開講・閉講のお知らせ
2022年 6月 9日(木)

最低⼈数(各クラス8⼈)未満によ

り、閉講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最終案内 2022年 6月 24日(⾦) オンライン授業のリンク等。

※ 最低⼈数未満により閉講になる場合、選考料を含め、全額返⾦されます。

[登録取消及び返⾦]

※ 授業料の返⾦に時発生する全ての手数料は受講生の負担になります。

取消し - 国際語学院⻑が認める場合に限り、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登録を取り消す場合、取消申請書と関連証明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取消しの場合、返⾦規定に基づき授業料が返⾦されます。

返⾦ - 選考料は返⾦されません。

- 開講前︓該当学期の授講料全額を払い戻し。

- 授業日1/3以内:該当学期の授講料全額の２/3の払い戻し。

- 授業日1/2以内:該当学期の授講料全額の1/2の払戻し。

- 授業日が1/2以上過ぎた場合、払い戻し不可。

[日程表]

※ 授業の日程は事情により変更される可能性がございます。

※ 韓国文化体験は申請者に限り、開講後２〜３週⽬の放課後、午後時間に総２回提供致し

ます。 詳しい日程及び申請方法は開講後１週⽬にお知らせ致します。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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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火 水 木 ⾦

6/30 7/1

9:00~9:50
開講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10:00~10:50

11:10~12:00

7/4 7/5 7/6 7/7 7/8

9:00~9:50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10:00~10:50

11:10~12:00

7/11 7/12 7/13 7/14 7/15

9:00~9:50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クイズ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10:00~10:50

11:10~12:00

7/18 7/19 7/20 7/21 7/22

9:00~9:50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10:00~10:50

11:10~12:00

7/25 7/26 7/27

9:00~9:50

韓国語授業 期末テスト
韓国語授業

終講
10:00~10:50

11:10~12:00



⾼麗⼤学韓国語センター

短期集中過程 2022年度夏学期(8月)

[課程紹介]

1. 授業日程

学期 申請期間 授業期間

2022-2-2 2022.06.07.~2022.06.23. 2022.08.01.~2022.08.26. オンライン

2. 志願資格: 高校または大学を卒業（在学または卒業予定）の方またはそれに相当する学

習能⼒がある方で、在外韓国⼈及び外国⼈

3. 授業時間: 月曜日~⾦曜日 午前 9:00 ~ 午後 12:00 (韓国時間), 総60時間

※ 韓国文化体験(カリグラフィー, K-POPダンス, 韓国市場ツアー等)は申請者に限り無料提供

4. 授業内容

レベル 授業目標 教材

初級1

挨拶、買い物、日課、食べ物の注文、休日の計画など、日

常生活を表現する基本的な語彙と韓国語の基本文章を理解

して話すことができます。

고려대 한국어 1

初級2

よく話の話題になる自己紹介、健康、趣味、好きな物、旅

⾏などについて理解し、表現できます。道の問い、ショッ

ピング等の基本的な会話ができます

고려대 한국어 2

中級1

新しい生活、自分の好み、自分に特別な⼈、日常の変化な

ど、個⼈的・社会的テーマについて理解し話すことができま

す。サークルの加入、生活用品の購入などを通じ⼈間関係で

の表現ができます。

고려대 한국어 3A

고려대 한국어 3B

中級2

進路、情報、就職、健康管理、事件・事故などのテーマにつ

いて理解し話すことができます。友達との考えの違いなど世

間の話題について具体的に話すことができます 。

고려대 한국어 4A

고려대 한국어 4B



高級1

ボランティア活動、健康な生活、生活中の科学、経済生活な

ど、政治、経済、社会、文化に関するテーマについて会話が

できます。

재미있는 한국어 5

高級2

韓国⼈の認識、韓国と北朝鮮、教育、⺠主化と産業化、変化

する社会で政治、経済、歴史、社会、文化などの専門的なテ

ーマで話すことができます。

재미있는 한국어 6

5. 授業方法

∙ ZOOMを使った同期型オンライン講義

∙ 高麗大学 LMS(ブラックボード)を通じ学習資料提供

6. 修了基準︓出席及び成績が7割以上である場合、証明書を発給

[登録の手続き]

1-1. 授業料

授業料 その他

新入登録 1,000,000 KRW 選考料60,000KRW含め

再登録 940,000 KRW 過去1年間以内にセンターの受講履歴がある場合

※ 下記の割引対象に該当する場合、kuklc2978@gmail.comにご連絡ください。

- 高麗大学の在学生 / 高麗大学校友の⼦⼥及び教職員の⼦⼥/ 高麗大学教職員の⼦⼥

- 韓国に派遣された外交官、公務員及びその家族

- 兄弟姉妹、夫婦が同時に受講する場合

1-2. 授業料のご納付

※ 授業料の送⾦時発生する全ての手数料は受講生の負担になります。

振込先銀⾏名 KEB Hana Bank 

銀⾏住所 KEB Hana Bank i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SWIFT CODE KOEXKRSE 

口座名義人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IFLS, Korea University)

口座番号 391-810003-47604



2. 申請: リンク(クリック)にて 申請書作成及び提出書類アップロード

※ 提出書類: 1) パスポートの顔写真面のコピー１枚

  2) 学歴証明書 (卒業証明書または在学証明書など) １枚

3) 自己紹介書 (韓国語センターのウェブサイトでダウンロード) (クリック)

4) 授業料送⾦証

5) 授業料割引対象の書類 (該当者のみ提出)

[クラス分けインタビュー]

日時 その他

インタビュー日付 2022年 7月 1日(⾦)
ZOOMを使った1:1の会話インタ

ービュー

クラス分け及び

開講・閉講のお知らせ
2022年 7月 7日(木)

最低⼈数(各クラス8⼈)未満によ

り、閉講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最終案内 2022年 7月 26日(火) オンライン授業のリンク等。

※ 最低⼈数未満により閉講になる場合、選考料を含め、全額返⾦されます。

[登録取消及び返⾦]

※ 授業料の返⾦に時発生する全ての手数料は受講生の負担になります。

取消し - 国際語学院⻑が認める場合に限り、登録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登録を取り消す場合、取消申請書と関連証明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取消しの場合、返⾦規定に基づき授業料が返⾦されます。

返⾦ - 選考料は返⾦されません。

- 開講前︓該当学期の授講料全額を払い戻し。

- 授業日1/3以内:該当学期の授講料全額の２/3の払い戻し。

- 授業日1/2以内:該当学期の授講料全額の1/2の払戻し。

- 授業日が1/2以上過ぎた場合、払い戻し不可。

[日程表]

※ 授業の日程は事情により変更される可能性がございます。

※ 韓国文化体験は申請者に限り、開講後２〜３週⽬の放課後、午後時間に総２回提供致し

ます。 詳しい日程及び申請方法は開講後１週⽬にお知らせ致します。

anna
형광펜


anna
형광펜


https://forms.gle/cGwsYSwuGcxpqGH48
https://klc.korea.ac.kr/klckor/download.do?mode=view&articleNo=283633&article.offset=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


月 火 水 木 ⾦

8/1 8/2 8/3 8/4 8/5

9:00~9:50
開講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10:00~10:50

11:10~12:00

8/8 8/9 8/10 8/11 8/12

9:00~9:50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クイズ
10:00~10:50

11:10~12:00

8/15 8/16 8/17 8/18 8/19

9:00~9:50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10:00~10:50

11:10~12:00

8/22 8/23 8/24 8/25 8/26

9:00~9:50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韓国語授業 期末テスト
韓国語授業

終講
10:00~10:50

11:10~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