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 대학 교 국 제교 육원 온라 인 6주 집 중 한 국어 과정

1. 온라인 한국어 과정 소개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의 수준 높은 한국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실시간 화상 강의로 이루어져 교수자,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의 선생님과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화상 강의 외에 ‘경희한국어 문법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을 예습·복습할 수 있습니다.
∙ 반 배치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과정이 끝나면 수료증(PDF 파일)이 발급됩니다.(출석률 80% 이상 시)

2. 온라인 6주 집중 한국어 과정의 특징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정규 과정 학생들이 10주 동안 배우는 문법을 단 6주 안에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특별 과정으로 일본어권 학습자들이 알고 싶어 하고 어려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
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한국어 문법을 말하고 쓸 수 있게 됩니다.
∙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 대학생들(한국어 도우미)과 친분도 쌓을 수 있습니다.
∙ 오전 수업 시간에는 한국어 문법과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정확성을 키우고, 오후 수업 시간에는 한국어 회
화 연습, 한국 문화 체험, 한국어 도우미와의 미션 수행을 통해 한국어의 유창성을 키웁니다.
∙ 전 학급은 소인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3. 과정 안내
∙ 기간 및 시간: 2020. 8. 10.(월) ~ 9. 18.(금), 총 144시간
∙ 신청 기한: 2020. 7. 10.(금)
∙ 모집 대상: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한국어 초·중급 학습자
＊과정 시작 3주 전까지 반 배치 시험(온라인 인터뷰 및 작문)으로 등급 확인을 마친 후 학습 꾸러미(교재 및 교구)를 배
송합니다.
∙ 학비: 1,660,000원(전형료 60,000원, 수업료 1,600,000원, 교재 및 교구 비용 포함)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수업 방식: ZOOM(http://zoom.us/) 애플리케이션
＊자세한 사용 방법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재 및 교구: 국제교육원에서 배송

4. 과정 내용
∙ 과목: 문법, 읽고 쓰기, 작문 심화, 회화, 문법 활용, 문화, 문법 동영상 강의
- 문법: 한국어 문법을 단계적 연습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 읽고 쓰기: 실제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작문 심화: 숙련된 강사의 세세한 개별 피드백을 통해 글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회화: 한국어 도우미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문법 활용: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문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수업 내용: 한국 전통 공예(자개), 한국의 문자(한글 캘리그래피), 한국의 고궁
과 오방색(단청 노리개)
∙ 한국어 도우미 활동: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대학생들과 1:1 매칭되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도우미와의 활동 시간은 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5. 문의
∙ E-mail: japan1@khu.ac.kr
∙ Tel: 82-2-961-0081~2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홍보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