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 제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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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회에 걸쳐 70개국 836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1년 제30회 및 제31회 한국문화강좌도 한국어 수업 및 한국학 특강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수업과 요리 및 전통 공예 같은 체험 수업은 쌍방향으로 진행되고, 역사, 경제,
문화, 예술 등을 포함하는 한국학 특강은 온라인 수강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총 2회 온라인으로 진행 될 한국문화강좌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좌 내용은 동일하며, 참여 가능한 기간으로 택일.)
▮강좌기간 (선택)
- 제30회 한국문화강좌: 2021년 7월 5일(월) ~ 7월 23일(금), 3주간

https://han.gl/Sujmd

- 제31회 한국문화강좌: 2021년 8월 9일(월) ~ 8월 27일(금), 3주간

https://han.gl/PiApJ
▮진행언어: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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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함
2. 제출서류
1) 대학에서 발급 받은 성적표 1부 (한국어 수업 수강여부)
2) 지원서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어 능력 평가표(지원서 7번 항목)
3) 추천서 1부: 추천자 서명을 받아 지원서와 함께 제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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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월 3일(수) ~ 3월 3일(수) 17:00
※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접수기간 경과 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www.aks.ac.kr
▮결과통보 : 2021년 3월 29(월),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문의
국제교류처 해외한국학지원실 유지희, 임경민
- 전화: +82-31-739-9715, 9714
- 이메일: aksculture@aks.ac.kr

The 30th & The 31st
AKS Summer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is pleased to announce the "30th & 31st
AKS Summer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 an important part of our
mission is to cultivate young leaders, who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has organized an intensive summer program for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n studies. This program is composed
of various components, such as special lectures on Korea, intensive Korean
language course, field trips, excursions, and traditional cultural activities. Since its
starting in 1993, we held the program for 29 times and around 836 students from
70 countries attended the program.
In 2020, due to the COVID situation, it was inevitably run online, but it received
good response from participants.
The 30th and 31st AKS Summer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2021 are
scheduled to be run online, focusing on Korean language classes and special
lectures on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classes and experiential classes such as cooking and traditional
crafts will be planned in both directions, while special lectures on Korean studies,
including history, economy, culture, and arts, will be planned through an online
education system.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a AKS Summer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at
will be held twice online during summer vacation,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and
apply.
(Program contents will be same. Please choose between two period.)
¶ Program Period
-

The 30th : July 5 (Mon) – July 23 (Fri), 2021, 3 weeks

https://han.gl/Sujmd

-

The 31st : August 9 (Mon) – August 27 (Fri), 2021, 3 weeks

https://han.gl/PiApJ

¶ Language of the Program
Korean
All programs will be in Korean. Therefore the participants are recommended to
possess basic Korean language skills.
¶ Eligibility and Required Documents
1. Eligibility
Undergraduate students of second year or above from universities abroad who are
majoring or minoring in Korean Studies and/or those who took Korea related
courses from their universities.
*Those who are in graduate school or hold Korean nationality are not eligible for
this program.
*For those who took Korea-related courses, the course names should be specified
in the transcript.
*If applicant’s university does not offer Korean Studies major or Korea-related
courses, Korean language institute certificate can be substituted for university
transcript .
2. Required Documents
1) All Official University Transcripts
2) “Korean Proficiency Evaluation Sheet” included in the application form (No.7)
3) 1 Letter of Reference : with Recommender’s signature
4) (Optional) Score Report for Korean Proficiency Test (TOPIK)
* All document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If not, translation of the
document into Korean or English should be submitted as well.
* Recommender may use any type of letter form.
¶ Application Period
February 3 (Wed) – March 3 (Wed), 2021 17:00

* Applications received after the deadline (Korea Standard Time) will not be
considered.
¶ Application Method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of Academy of Korean Studies
www.aks.ac.kr
¶ Notification of the Acceptance
The result will be announced individually via e-mail on March 29(Mon), 2021.
¶ Contacts
Ms. Jihee Ryu , Ms Kyungmin Lim (Program Coordinators)
Phone: +82-31-739-9715, 9714
E-mail: aksculture@aks.ac.kr

7. 한국어 능력 평가표(Korean Proficiency Evaluation Sheet)
* 한국어 또는 한국 관련 전공자 담당 교수(강사)님이 작성하시는 표입니다.
Indicate applicant’s level of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valuated by
professor/lecturer

in

Korean

language

or

Korea

related

courses

a

of

student’s

university.
언어

분야

수준

(Language)

(Section)

(Level)

회화
(Speaking)
독해
한국어

(Reading)

Korean

작문
(Writing)
청해
(Listening)

□ Native

□ Excellent

□ Good

□ Fair

□ Poor

□ Native

□ Excellent

□ Good

□ Fair

□ Poor

□ Native

□ Excellent

□ Good

□ Fair

□ Poor

□ Native

□ Excellent

□ Good

□ Fair

□ Poor

* 평가자 정보 (Information of the Evaluator)
이름
(Name)
소속

직위

(Affiliation)

(Position)

주소
(Address)
전화번호

이메일

(Telephone)

(E-mail)

본인은 지원자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confirm evaluating the applicant for his/her Korean proficiency.
날짜(Date):

서명(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