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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학교 

여름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지체험과 함께 우크라이나어 
사용환경 속에서 언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언어 뿐만 아니라, 생생한 문화를 체험하고 
역사를 배우며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
와 더불어 여름학교에서 이수한 점수를 학점으로 인정받아 
실력도 쌓고 시간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어과 학생들에게 추
천하는 여름학교는 크게 4개이다: 
첫째, 르비브의 이반프랑코국립대
학, 둘째, 르비브의 우크라이나가
톨릭대학, 셋째, 키이브의 모힐라
아카데미대학, 넷째, 미국의 하바
드 대학.

르비브의 이반프랑코국립대학의 여름학교는 대학의 명
성을 고려했을 때 단연 추천할 만 하다. 3주간의 짧은 언어학
습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여름학교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
화, 역사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며 도시 및 근교의 문화탐방도 
계획하고 있다. 유럽각지에서 오는 학생들로 학급이 구성이 
되며 초중고급 반으로 나뉜다. 7월21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됨
에 따라 우리 학생들은 6월20여일경 방학을 맞은 뒤 약 3주간

의 준비기간을 갔고 출발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매
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르비브의 우크라이
나가톨릭대학의 여름
학교는 가장 서구화되
어있는 프로그램이다. 
유럽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며, 또한 좋고 안
전한 시설등을 갖추고 있
다. 특히 6월21일부터 시
작되는 6주프로그램도 있
는 것이 장점이다.

키이브모힐라대학의 
여름학교는 주로 캐나다,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
의 자녀들을 겨냥한 프로그
램을 제시한다. 언어 프로그램도 있으나 문화와 역사, 정치와 

같은 과목들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강하다.

미국의 하바드대학 여름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그램이다. 세계각지의 전문가들이 모이며 언어, 역사, 사회등
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매우 심도있게 진행된다. 토플600점이 
필요하며, 다른 곳에 비해 수업료, 숙박비가 비싼 편이다.

국제 여름학교 - 우크라이나어와 문화학습

Міжнародна літня школа 
української мови та країнознавства

* 르비브국립대학 

* 우크라이나가톨릭대학   

* 키이브모힐라아카데미

* 미국 하바드대학

여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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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an Franko National University

1.원서접수기간:   Until June 1,2013

2.수업기간:          July 23~August 13,2010

3.프로그램: 

1) UKRAINIAN LANGUAGE LESSONS
2) CULTURAL AND EDUCATIONAL EVENTS
3) COUNTRY STUDIES TOURS

4. 레벨: 
1) Beginner level - basics of  Ukrainian and the competency to communicate
2) Intermediate level - Vocabulary and practical grammar skills
3) Advanced level - various aspects of  language skills

5. 수업시간표: 
9.00 – 10.45: Ukrainian language lessons 10.45 – 11.15: Coffee break 11.15 – 13.00: 
Ukrainian language lessons 13.00 – 14.30: Lunch break 15.00 – 18.00: Cultural and 
educational event

6. 수업료 및 숙박비
*수업료: 430 유로(약570달러) (언어,문화,역사 등 수업료, 르비브시내관광, 유명인사
와의 만남, 정보자료 및 수업자료, 자격증비용)

*숙박비: 2인1실 대학호텔 - 350유로(약470달러)

*등록비: 100유로 (약135달러)

7.웹사이트: http://www.centr-ukrainistyky.lviv.ua/en/

Ukrainian Catholic University 

1.원서접수기간:  Until june 1,2010

2.수업기간 : June 20~ July 9, July 11 ~ July 30 (3주코스)

3. 프로그램 : 1) Intensive Course, 2) Standard Course

Standard courses 25 hours* per week 
Intensive courses 33 hours* per week

5.레벨: 초, 중, 고급

6.수업료 및 숙박비
*수업료 및 등록비: 950 달러 (3주기준)
*숙박비: 1인실 - 550 달러 / 2인실 - 350 달러 (3주기준)

*식사비: 285 달러 (15일, 1일 2식 기준) 

7. 웹사이트: http://ucu.edu.ua/eng/summerschools/language/uss/summer/

1.원서접수기간: 
Session 1: May 15, 2013
Session 2: July 15, 2013

2. 수업기간 : 
Session 1: May 25~June 22, 2013
session 2:  July 26~August 22, 2013

3.프로그램: 
4weeks program
(Ukrainian language, history, cultural 
studies , traditions including several 
excursions to Kyiv area site)

4. 수업료 및 숙식비 : $2140 Us Dollars

5. 숙소 및 식사 
* 숙소: 기숙사 (2-3인용)
*식사: 주말을 제외한 점심, 저녁, 커피

6.웹사이트:
http://summerschool.ukma.kiev.ua/
reg.htm

Kyiv-Mohyla 
Academy

1.원서접수기간: 
   March 4~April 29 ,2013

2.수업기간: 
   June 24~August 9, 2013

4.프로그램 :  
1) Beginning Ukrainian
2) Intermediate Ukrainian
3) Advanced Ukrainian
4) Twentieth-Century Ukrainian Literature: 

Rethinking the Canon
5) Jews in Ukraine: Ten Centuries of  

History and Culture
6) Theorizing Ukraine: Politics, Theory, 

and Political Theory

5.수업료 및 숙식비
1)등록비: 50$
2)보증금: 200$
3)학비: 4학점-2,580$ / 8학점-5,160$
4)숙식비: 4,450$

6.입학조건: 토플 600점

7.  웹사이트:
http://www.huri.harvard.edu/husi.html

Harvard
University

http://ucu.edu.ua/eng/summerschools/language/uss/summer/
http://ucu.edu.ua/eng/summerschools/language/uss/summer/
http://summerschool.ukma.kiev.ua/reg.htm
http://summerschool.ukma.kiev.ua/reg.htm
http://summerschool.ukma.kiev.ua/reg.htm
http://summerschool.ukma.kiev.ua/reg.htm
http://www.huri.harvard.edu/husi.html
http://www.huri.harvard.edu/husi.html
http://www.huri.harvard.edu/husi.html
http://www.huri.harvard.edu/hus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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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an Franko National University of L'viv 
INTERNATIONAL SUMMER SCHOOL

UCU 여름학교 건물 전면

수업장면 컴퓨터실

4인용 기숙사

도서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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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ian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Ukrainian Language and Culture

UCU 여름학교 건물 전면

수업장면 컴퓨터실

4인용 기숙사 책꽂이에 옮겨진 책들

도서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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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he University of 
Kyiv-Mohyla 
Academy
Summer School of 
Ukrainian Studies

모힐라 아카데미 대학 전면

민속촌탐방 책꽂이에 옮겨진 책들

시내관광

여름학교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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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University 
Harvard Ukrainian Summer Institute

책꽂이에 옮겨진 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