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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가 와 업무 입학 전 입학 후

아메리카, 유럽 대륙
KGP60 / KOP60 sgklec1 @sogang.ac.kr

sgklec9 @sogang.ac.kr
일본 sgklec4 @sogang.ac.kr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sgklec3 @sogang.ac.kr
sgklec5 @sogang.ac.kr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sgklec2 @sogang.ac.kr

Sogang KIP sgklec9 @sogang.ac.kr / +82-2-705-8086



한국어교육원 소개 

▶  80여 개국의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

▶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환경

▶  서울의 부도심 신촌에 위치

▶  다양한 대학교로 둘러싸인 

대학문화 중심지

▶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밀집

▶  외국인 유학생 단체 의료보험 가입 

(교육원 부담)

▶  학생증 발급(서강대학교 도서관 이용 가능)

▶  멀티미디어실, 인터넷실, 휴게실, 상담실, 체육관, 

보건실 등

▶  서강대학교 동아리 가입

▶  매일 4시간 수업 중  

2시간 이상 말하기 활동

▶  빠른 한국 적응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최적화

말하기 중심 다양한 학생 지원

▶  자연스럽고 즐겁게 한국어 의사소통에 몰입할 

수 있는 「서강한국어 교수법」

▶  말하기 중심 수업을 위한  

「서강한국어」 시리즈

▶  1급부터 6급까지 총 69권 발간

서강한국어 교재

1990년

4,600 명

설립연도

출신 학생 국가수

연간 신청자수

누적 학생수

국적별 학생 비율

35,000명

84개국

다양한 국적 좋은 입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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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일반 목적 한국어 과정(Korean for General Purposes) 200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학습자

• 실생활 관련 언어 학습과 활용성 높은 다양한 의사소통활동 경험

•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교육 

• 학기당 현장학습 및 문화특강(한국어/영어) 2회 제공 다양한 

무료(발음, 문법, 영화, K-POP 댄스 등) 및 유료 선택수업(TOPIK, 

시사뉴스, 한국어교수법 워크숍 등) 제공

• 연간 계절별 1학기씩 총 4학기 운영

• 레벨 : 1~6급(7급 별도) 

• 수업시간 : 월~금 09:00~13:00

• 수업료/입학금 : 1,830,000원 / 60,000원(신입생만 해당)

KGP200(오전) / 한 학기(주 20시간, 10주, 총 200시간, 50일)

일반 목적 한국어 과정(Korean for General Purposes) 60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이 나지 않는 학습자

• 1주일에 3일간 즐겁고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흥미 있는 소재로 

수업 진행

• 외국인 직장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습자의 목적에 맞추어 

수업 진행

• 연간 2학기(봄, 가을)

•레벨 : 1a~3b급(한 학기에 한 급의 반 분량을 학습) 

• 수업시간 : 월, 화, 목 18:50~20:40

• 수업료/입학금 : 700,000원 / 60,000원(신입생만 해당)

KGP60(저녁) / 한 학기(10주, 주 6시간, 총 60시간, 30일)

학문 목적 한국어 과정(Korean for Academic Purposes) 200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계획하는 학습자

• 학문 습득에 필요한 문법과 단어, 쓰기, 한국 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접함

• 방과 후 무료 TOPIK 수업 제공  

학기별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서강대학교 학부 진학 시 입학금 면제

• 연간 계절별 1학기씩 총 4학기 운영

•레벨 : 1~6급

•수업시간 : 월~금 13:30~17:30

•수업료/입학금 : 1,770,000원 / 60,000원(신입생만 해당)

KAP200(오후) / 한 학기(주 20시간, 10주, 총 200시간, 50일)

여름특별과정(Korean Immersion Program)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을 

희망하는 학습자를 위한 여름 집중 프로그램

• 한국어 수업과 문화 수업이 오전과 오후에 매일 진행되는  

4주 집중 과정

• 교실 활동 및 그룹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 체험 및 현장 

학습 진행

• 연간 1회 6월 ~ 7월 진행

•레벨 : 1~5급

•수업시간 :  언어 수업 - 월~금 09:00~13:00 

문화 수업 - 월~금 14:30~16:30

•수업료/입학금 : 2,260,000원/80,000원(신입생만 해당)

•기숙사비 :  600,000원(선택 사항)

SOGANG-KIP / 4주 과정(6-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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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및 입학절차 

학사일정

2023 년 (1학기 10주 / 연 4학기)

※ 접수 및 등록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정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학사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학사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참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자격

신청절차

※  6, 10, 11단계는 D-4 비자 신청 학생만 해당

온라인 지원(http://klec.sogang.ac.kr)

▶ 납부 방법(계좌이체)

▶ 환불규정(KGP200 / KAP200기준)

납부 방법 및 환불규정

※ 입학금 환불 불가 

▶ 공통 

    온라인 지원서, 증명사진 1매, 여권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소지자에 한함) 

▶ 추가

제출서류

D-4 비자신청 불필요 시 공통 서류만 제출

최종합격자 

수강료 납부

7

입금확인

8

레벨테스트 

예약

9

표준입학

허가서 발송

10

비자신청

(재외공관)

11

입학절차 

최종완료

12

회원가입 MY PAGE로그인 지원서 작성/

제출 서류 첨부
원본서류제출

서류심사 및 

합격자 통보

1 32 4 65

구분 환불금액

개강 전 수업료의 100% 환불

1~7일 수업료의 약 87% 환불

8~10일 수업료의 약 80% 환불

11~20일 수업료의 약 60% 환불

21~27일 수업료의 약 47% 환불

28~30일 수업료의 약 40% 환불

31~40일 수업료의 약 20% 환불

41~50일 환불 불가

학기 수업기간 접수기간 레벨
테스트

오리엔
테이션

봄 03. 07 ~ 05. 18 22. 12. 15 ~ 23. 01. 27 02. 28 03. 06

여름 06. 07 ~ 08. 23 03. 14 ~ 04. 27 05. 30 06. 05

가을 09. 07 ~ 11. 21 06. 15 ~ 07. 28 08. 31 09. 06

겨울 12. 05 ~ 24. 02. 22 09. 12 ~ 10. 27 11. 28 12. 04

은행명 Woori Bank, 
Sogang University Branch 예금주 Sogang University

계좌번호 1006-301-271661 Swift Code HVBKKRSE

은행 주소 Arrupe Hall, Sogang University,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KOREA

※  아래의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제출 한 뒤 원본은 본 교육원으로 우편 송부 필수 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한국 국적의 신원보증인, 재직증명서 포함, 공증 필수
(*주의 : 아래 국가 출신자에 한하며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제외)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및 유학생 중점관리대상 5개국(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신원보증서서는 본 교육원 홈페이지 서식함 양식 사용

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된 본인 명의의 USD 10,000 이상의 계좌 증명서

지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 인증

신원보증서

D-4 비자 신청 필요 시(2개 학기 이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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