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제출서류
1. 지원서
: 국민대학교 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iie.kookmin.ac.kr/kli/regular.asp)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여권 컬러 복사본 1부
3.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영사인증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본 1부
4. 은행잔고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소유의 계좌)
- 예치금액: USD 9000 이상 예치
- 증명서 발급 시점: 지원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 서류만 인정
- 부모님 소유 계좌일 경우, 반드시 부모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서(출생증명서): 번역공증본 제출
5. 학업계획서 1부 (자유양식,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6. 폐결핵검사 결과지 (영문 또는 국문) 1부
- 결핵 고위험 국가: 관할 공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 받을 것
- 기타 국가: 별도 지정 병원 없음
*결핵 고위험 분류 국가: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탄, 태국, 필리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위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규과정 일정 (2017-2018년)
학기
2017 가을
2017 겨울
2018 봄
2018 여름

수업 기간
2017.09.18. –
2017.11.30.
2017.12.18. –
2018.02.28.
2018.03.19. –
2018.05.25.
2018.06.20. –
2018.08.24.

신청 마감일
2017.07.28.
2017.10.27.
2018.01.26.
2018.04.27.

결과발표/인보이스 발급
2017.07.28. –
2017.08.04.
2017.10.28. –
2017.11.03.

합격자에 한하여

2018.01.26. –

추후 별도 공지예정

2018.02.02.
2018.04.27. –
2018.05.04.

1) 세부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자 불합격 처리)
3) 명시된 결과발표일 이전에는 별도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4) 입학 평가성적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분반고사(*필참)

▶비용
금액

기간

참고

학비

1,450,000원

1개 학기

2개 학기 이상 신청

등록비

50,000원

-

첫 학기만 납부

기숙사비

567,000원

90일

최장 2개 학기 거주가능

*기숙사 두 학기 모두 거주 희망자는 지원 당시 2개 학기 신청 및 납부
(한학기만 신청 및 납부 시, 두 번째 학기 기숙사 재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방법
은행명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601-214635
（Swift Code: HVBKKRSE）

받는 사람

국민대학교

보내는 사람

지원자 본인 이름

※ 합격 통보를 받은 후 교육비를 등록마감일전까지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시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입금사항(송금확인서 등)을 본 한국어교육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한국어교육센터
(업무시간: 월 - 금, 9:00 - 17:00)
Tel. +82-2-910-5818

Fax. +82-2-910-5810

Email. yesollee@kookmin.ac.kr
Website. http://iie.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