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여름 단기과정(3주, 6주) 등록 관련 안내 사항>

1. 등록 마감일 조정
-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감일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과정
8월 3주(08.03 ~ 08.21)
9월 3주(08.31 ~ 09.18)
6주(08.10 ~ 09.18)

마감일(변경 전)
7.3(금)
8.3(월)
8.10(월)

마감일(변동 후)
7.27(월)
8.24(월)
8.3(월)

개강일
8.3(월)
8.31(월)
8.10(월)

- 학습교구는 국제배송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마감일 임박하여 등록 시 개강일 전 도착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 현재 항공편 사정으로 인해 학습교구 배송은 도쿄, 혹은 오사카 내의 주소로만 가능합니다.

2.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ZOOM 온라인 상담회 개최
-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ZOOM 온라인 상담회를 7월 중 2회 개최합니다.
시간
15:30~15:35
15:35~15:50
15:50~16:05
16:05~16:20

제1회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ZOOM 온라인 상담회(7.9(목))
주제
세부내용
담당
상담회 시작
상담회 개요 소개
박민선(행정실)
프로그램 소개
3주, 6주 프로그램 세부내용 설명
이선중(객원교수)
선배와의 대담
한국 유학 및 온라인 수업 경험 공유 유헤이(행정실)
질의응답
질문 답변(프로그램 및 생활 전반)
이선중, 박민선, 유헤이

시간
15:30~15:35
15:35~15:50
15:50~16:05
16:05~16:20

제2회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ZOOM 온라인 상담회(7.16(목))
주제
세부내용
담당
상담회 시작
상담회 개요 소개
박민선(행정실)
프로그램 소개
3주, 6주 프로그램 세부내용 설명
이선중(객원교수)
선배와의 대담
한국 유학 및 온라인 수업 경험 공유 유헤이(행정실)
질의응답
질문 답변(프로그램 및 생활 전반)
이선중, 박민선, 유헤이

- 온라인 환경을 고려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담자들의 비디오 및 오디오는 OFF로 진행합니다.
- 상담회 신청자는 필요한 내용을 듣고, 개인 일정에 따라 중간에 일찍 퇴실 할 수 있습니다.
- 상담회 신청은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에게는 상담회 당일 아침까
지 일정, 입실을 위한 ZOOM 링크,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 자료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7.9(목) 상담회: 7.8(수) 16:00까지 신청
* 7.16(목) 상담회: 7.15(수) 16:00까지 신청
-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계시는 현역 교수님, 입학 담당자, 그리고 학위 과정에 재학 중
인 일본인 선배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상담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담당: 박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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