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반 한국연수생 선발 계획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1. 목적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미래 친한, 지한 글로벌 인재 육성

2. 대상
고등학교 9 학년-12 학년 학생으로 현재 한국어 반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반드시 한국어 반 교사를 통해 추천)

3. 지원 조건
가. 현재 한국어 반에 등록한 학생
나. 한국어 및 전체 학업 평점이 3.0 학점 이상인 학생
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데 열심인 학생
라. 미국 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예: 일본 등)의 경우, 미국에서
최소 4 년 이상 정규 학교를 이수하였어야 함

4. 선발 기준(안) : 다음 영역을 참고하여 선정
가. 한국어반 성적(2017 학년도 가을학기 이후 평균)
나. 한국 관련 에세이(한글 또는 영어, 영어로 작성 시 1 단락 이상 한글로
작성)
다. 한국어 반 담임교사 추천서
라. 한국어반 등록 년수

5. 지원 신청 서류
가. 지원 신청서(학생 및 학부모 작성) : 첨부
나. 한국어반 선생님 추천서 : 한국어 선생님은 반드시 한국어 교사 추천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한국어 관련 에세이 : 에세이는 double-space 로 2 페이지 이내로 하며
font 는 Times New Roman, size 12.
*

영어로

작성

시,

1 단락

이상은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한글 작성

부분은

수기(handwritten)로 쓸 수 있음)
* 우수에세이는 별도 시상 있음
* 한글로 작성 시, 한국어 문법과 철자법보다는 에세이 내용을 위주로 심사 함

라. 한국 연수 지원 학부모 동의서
* 미비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함

◆ 에세이 작성 관련 사항 ◆
1) 한국어 또는 영어로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음
2) 영어로 에세이 작성 시, 1 단락 이상은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3) 이 경우, 한글 부분은 수기로 쓸 수 있음
4) 에세이 주제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① Discuss why you learn Korean language, and why learning Korean
language is important for you to achieve your dream in the future.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나의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논의해 보십시오.)
② Discuss your interest in Korean culture(music, food, drama, etc). What is it,
and why is it interesting to you? (한국 문화 중에서 당신에게 흥미로운 것
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추천 기간 및 장소
가. 접수 마감일 : 2018 년 4 월 20 일 (금요일) 우체국 소인 유효
나. 접수 처 : SF 한국교육원
- 주소 : 3500 Clay St. CA 94118
- 연락처 : (415) 590 -4058
- Attention: 2018 년 한국어반 장학생 에세이
* 지원 신청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방문, 우편, 깨끗하게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

7. 한국연수 대상자 선정 발표
2018 년 5 월 중순 경에 발표할 예정

★ 문의처 :
한국에서의 연수 내용 및 일정 문의처 : 한국어진흥재단
한국어진흥재단: (213) 380-5712, Fax: 213-380-5718, www.klacusa.org,
info@klac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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