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회 한국문화강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학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와 관련된 주제별 특강, 한국어 강좌, 전통문화체험 그리고 문화유적답사 등으로 

구성되는 본 강좌는 1993년 이래 총 25회에 걸쳐 45개국 719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제26회 한국문화강좌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기간: 2018년 7월 9일(월) ~ 8월 3일(금), 4주간

▮진행언어: 한국어 및 영어

 ※ 일부 영어 강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참가자의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지원자격: 해외대학의 2학년 이상 학부생 중 한국학 전공자(부전공자) 또는 한국 관련 

과목 이수자(※ 한국 국적자 및 대학원생 제외)

       ※한국 관련 과목 이수자의 경우, 성적표에 해당 과목명이 명시되어야 함

       ※대학 내 한국학 전공이나 한국 관련 수업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어학당 수료 

증으로 대체 가능함 

2. 제출서류

 1) 소정양식 지원서 1부: 본원 홈페이지(http://www.aks.ac.kr)에서 다운로드

 2) 대학에서 발급 받은 성적표 1부

 3) 지원서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어 능력 평가표(지원서 7번 항목)

4) 추천서 1부: 추천서는 추천자가 직접 kebae@aks.ac.kr로 이메일 송부

 5) (선택사항)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1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http://www.kice.re.kr)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천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접수기간 : 2018년 1월 8일(월) ~ 2월 16일(금) 24:00

 ※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접수기간 경과 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추천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들을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kebae@aks.ac.kr 

            - 이메일 제목: 제26회 한국문화강좌 지원서류_지원자 본인 이름

▮결과통보 : 2018년 3월 30(금),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재정지원

본원에서 등록, 숙소, 식사, 강의, 문화체험 및 문화유적답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지원합니다. 

 ※ 단, 왕복항공료, 교통비(인천국제공항과 연구원 간 교통편 포함) 및 의료보험료는 

참가자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

한국문화교류센터 해외한국학지원실 배은영

- 전화: +82-31-739-9714 

- 이메일: kebae@ak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