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 2018 단기 한국어 한국문화연수 프로그램

제주대학교는...   

 제주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이며 13개 학부(관광 및 수의, 해양 과

학 분야 포함)와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10개의 대학원, 그리고 많은 부속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900명의 유학생을 포함하여 약 12,000명의 학생

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인 인적 ․ 학술적 

교류 추진하여 2018년 현재 44개국 265개 대학 및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주

대학교 단기 한국어 ․ 한국문화연수는 해외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을 이해하

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흥미와 시야를 한층 심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간 2018. 8. 6.(월) ~ 8. 17.(금)
(8. 5. (일) 기숙사 입사, 8. 18.(토)기숙사 퇴사) 

정원 20명

지원자격 학부 재학생

프로그램  ․ 오전: 한국어 연수

 ․ 오후: 제주 문화 체험

참가비 수업료, 기숙사비(2식 포함) 무료 *항공료, 생활비 등 불포함

신청기간 2018. 6. 8. 금.

제출서류  1. 지원서(사진포함)
 2. 재학 증명서
 3. 여권사본
  * 지원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신청방법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 국제교류 관련 부서로 신청 

바랍니다.

2018 JNU Short-term Korean Language & Culture Program

Jeju National University is...   

 Jeju National University (JNU),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13 colleges and 10 graduate schools including the 
School of Medicine and the Law School. JNU currently has 12,000 students including 
900 international students. Also, it has actively expanded its academic exchanges 
with overse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s of May 2018, JNU has 
established partnerships with 265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44 countries. 
The JNU Short-term Korean Language & Culture Program provides students of 
partner universities wi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lasses in order to help those 
students to understand and learn about Korea. This program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not only to experience a new culture but also to 
expand their view of Korea by interacting with JNU students. 

Period 8. 6.(Mon) ~ 8. 17.(Fri), 2018

(8. 5. (Sun) Dorm Check-in, 8. 18.(Sat.) Dorm Check-out) 

No. of Participants 20

Eligibility Undergraduate students

Program  ․ Morning: Korean classes
 ․ Afternoon: Jeju Culture Classes and Hands-on Experiences

Participation Cost
Free tuition and accommodation (Inclusive of 2 meals per 
day) *Airfare, personal living expenses not included 

Application Period June 8th (Fri) 2018

Required Documents  1. Application form (Please include photo)
 2. Proof of enrollment in your current university 
 3. A copy of your passport 
  * All forms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or English 

How to Apply Students who wish to participate should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to the International Office in their respective 

universities. 



일정                                    

날짜
09:00～12:00 12:00～14:00 14:00～17:00

(한국어) (점심) (제주의 문화)

2018-8-05（일） 제주도착 ․ 기숙사 입실

2018-8-06（월）
한국어1

(레벨테스트 포함)
OT ․ 환영회 캠퍼스투어

2018-8-07（화） 한국어2 문화체험 1

2018-8-08（수） 한국어3

2018-8-09（목 ) 한국어4 문화체험 2

2018-8-10（금） 한국어5

2018-8-11（토）
자유시간

2018-8-12（일）

2018-8-13（월） 한국어6

2018-8-14（화） 한국어7 문화체험 3

2018-8-15（수） 한국어8

2018-8-16（목 ) 한국어9

2018-8-17（금 ) 한국어10 수료식

2018-8-18（토 ) 기숙사 퇴실 ․ 출국

 * 수업 및 문화체험 내용과 일정은 변경 가능　

기숙사  4인 1실(침대, 책상, 의자, 옷장, 이불, 배개)

 샤워실 및 화장실 공용

 와이파이 사용 가능http://dormitory.jejunu.ac.kr

문의사항  강윤영

 E-Mail : kyy@jejunu.ac.kr

 Tel    : +82-64-754-8244

 Fax    : +82-64-702-0563

       

Itinerary                                    

Date
09:00～12:00 12:00～14:00 14:00～17:00

(Korean Classes) (Lunch) (Jeju Culture)

2018-8-05（Sun） Arrive in Jeju․ Dorm Check-in 

2018-8-06（Mon）
Korean 1

(Level Test)
OT ․ Welcome Lunch 

Reception
Campus Tour

2018-8-07（Tue） Korean 2 Korean Culture 1

2018-8-08（Wed） Korean 3

2018-8-09（Thu ) Korean 4 Korean Culture  2

2018-8-10（Fri） Korean 5

2018-8-11（Sat）

2018-8-12（Sun） Free Time

2018-8-13（Mon） Korean 6

2018-8-14（Tue） Korean 7 Korean Culture  3

2018-8-15（Wed） Korean 8

2018-8-16（Thu ) Korean 9

2018-8-17（Fri ) Korean 10 Graduation Ceremony

2018-8-18（Sat ) Check-out and Return to Respective Countries

 * Classes and culture content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circumstances. 

Dormitory  4 Bed Dorm (Beds, desks, chairs, closets, blankets, pillows)

 Shared shower room and bathroom

 Free Wi-fi available http://dormitory.jejunu.ac.kr

Inquiries  Ms. Kang Yunyoung

 E-Mail : kyy@jejunu.ac.kr

 Tel    : +82-64-754-8244

 Fax    : +82-64-702-0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