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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s Greetings
Upgrade your Professional Career at HUFS Graduate School of TESOL!
준비된 영어교육전문가로의 길을 열어주는 한국외대 TESOL 대학원!
국제화 ·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영어교육 전문가에 대한 필요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어 교육 전문 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TESOL 대학원을 기반으로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어교육학습지도학과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영어교육콘텐츠개발학과는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ESOL 대학원은 해외대학과 3+1 프로그램 및 단기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등 국내 최고의 수준 높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해외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의 본교 유치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아시
아 지역의 TESOL 허브 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Welcome to the Graduate School of TESOL!
In a rapidly changing world, amidst increasing debates about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globalization; what is also clear is the fact that many of these debates rely on, and
occur through, the English language. Since its founding in 2009, the Graduate School of
TESOL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S-TESOL) has been educating leaders in
academia, industry, education, and government. GS-TESOL’s superb graduates have been
active not only within Korea, but also throughout Asia and the entire world, with GS-TESOL
having attained its position as a top-ranked program for TESOL education and more broadly English language
education.
At GS-TESOL, we educate our highly qualified students through a competitive program that is highly
interdisciplinary, incorporating linguistics, literature, teaching methodology, testing and evaluation, curriculum
and class design, materials, media, technology, and other related subjects and disciplines. If you aspire to
become a professional specializing in educating future global leaders, the GS-TESOL is your partner. The
distinguished faculty and lively academic community at GS-TESOL will stand with you in your endeavors. Come
to GS-TESOL, and you will be equipped to make sense of not only English education, but also the changing
dynamics of the world that necessitate transformations in how people around the world understand English.

Kyung-Hee Suh, Ph.D.
Dean, The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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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분

전형절차
입학원서 작성 및 출력

전형일정

(인터넷 작성)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 제출

특별
전형

14:00~21: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인터넷 원서작성 바로가기>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TESOL대학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2017. 06. 02(화) 15:00 예정

TESOL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작성)

입학원서 및
지원서류 제출

공지사항 참조

우리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납부가능(뱅킹)

일정

2017. 05. 29(월)~06. 12(월)

2017. 05. 29(월)~06. 12(월)
14:00~21: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장소
TESOL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바로가기>

등록예치금 고지서는
TESOL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비고
인터넷으로 24시간
작성 가능
※ 단, 마감날 21:00 종료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TESOL대학원 홈페이지

2017. 06. 24(금) 09:30~

해당 고사장

합격자 발표

2017. 07. 07(금) 15:00 예정

TESOL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우리은행 전국지점,
가상계좌 납부가능(뱅킹)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1.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은 다르거나 차이점은 없으며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2. 단,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지원자는 제한없이 2가지 전형에 모두 응시할 수 있으며 중복 응시도 가능합니다.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

(대학원건물 1층 111호)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영어 Writing 및 면접

(등록예치금 납부)

면접장소 및 시간표 확인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

2017. 06. 21(수) 15:00 예정

2017. 07. 07(금)~07. 13(월)

홈페이지 확인

TESOL대학원 교학과

면접장소 발표

합격자등록

작성 가능
※ 단, 마감날 21:00 종료

TESOL대학원 교학과

해당 고사장

전형절차

인터넷으로 24시간

(대학원건물 1층 111호)

2017. 5. 20(토) 09:30~

2017. 06. 02(화)~06. 08(월)

비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

영어 Writing 및 면접

입학원서 작성 및 출력

일반

2017. 04. 24(월)~05. 08(월)

TESOL대학원 홈페이지

2017. 05. 17(수) 15: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전형

2017. 04. 24(월)~05. 08(월)

장소

면접장소 발표

합격자등록

구분

일정

홈페이지 확인

면접장소 및 시간표 확인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확인
등록예치금 고지서는
TESOL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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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요약
① 인터넷 원서작성(입학원서) 및 전형료 결제 → ② 입학원서 컬러출력(1매) → ③ 입학원서 출력본과 기타 지원 및
제출서류를 TESOL대학원 교학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한 내에 제출(제출여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확인) →
④ 지원자 유의사항, 면접장소 및 시간 확인 → ⑤ 면접시험 응시 → ⑥ 합격자 확인

입학원서 접수관련 중요사항 요약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모두 동일합니다.
1. 기본적으로 지원서류를 이상없이 제출하신 모든 분들은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2. 모든 지원자는 영어 Writing 및 면접시험에 반드시 출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3. 영어 Writing 및 면접전형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4. 인터넷으로 입학원서를 작성완료하고 저장된 입학원서를 출력하시어 다른 기타 구비 및 지원서류와 함께
TESOL대학원 교학과에 모두 제출하신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즉, 이 2가지 과정을 모두
완료하셔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과정을 누락하시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제출하신 지원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6. 따라서 별도로 연락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잘된 것이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서류전형 결과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지원서류
1. 입학원서 : 인터넷상에서 원서를 작성 완료하고 입학원서를 출력(1매)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모집요강 내용 참조하여 구비
※ 단, 졸업예정자로 합격하여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졸업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모든 학적처리가
완료됩니다.(미 제출시 입학이 취소됩니다.)

3. 성적증명서 : 모집요강 내용 참조하여 구비
4. 연구계획서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여 별도로 지정된 연구계획서 양식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

5. 학력조회동의서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여 학력조회동의서 양식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서명
6. 기타사항
※기
 본적으로 위 5가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 서류는 필수가 아니므로 해당자의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
 드시 접수기간 내에 원서출력본과 기타 구비 및 지원서류를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반
 드시 원서접수 마감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
 터넷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우
 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7:00까지 도착하는 분까지만 접수합니다.(발송기준이 아닌 도착기준임)
※직
 접방문 접수의 경우는 교학과 근무시간(평일 14:00 ~ 21:00) 중으로 해야 합니다. 마감일 21:00까지 가능합니다.
※원
 서접수시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
 험표는 제출하지 마시고 면접당일 지참해서 오십시오.
※수
 험표 분실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제
 출 후 접수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면
 접시험은 직접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인터넷, 화상면접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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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집학과

모집과정

모집학과

TESOL석사

• 영어교수학습지도학과

(야간)

• 영어교육콘텐츠개발학과

모집인원
○○명

및 인원

03.
지원자격

04.
전형방법

1.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는 접수일 기준 학위 취득자에 한함)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년제 대학 TESOL 연구과정 수료자, TESOL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우대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영어Writing 포함)
1. 서류심사 30% : 학사학위과정 취득 성적
2. 구
 술면접(영어 Writing 포함) 70% : 전공지식의 이해, 전공 수학능력, 연구계획서, 영어구사력, 영어 Writing,
학문에 대한 진지성 및 적성 등
※ 영어 Writing 시험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영어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약 30분간 진행됩니다.
※ 구술면접은 면접위원 2인과 수험생 1인으로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대략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산점 부여
1. 전공적성 부문 : 영어교육 또는 TESOL 관련학과 전공
2. 자격증 부문
- TESOL 또는 관련 자격증 및 관련 학문 석사학위소지(예정)자, TESOL전문교육원 재학 및 수료
3. 경력부문
- ELT학과(현직 교사로서 교사자격증 소지자(정교사 또는 2년 이상 재직한 계약직 교사)
- CD학과(관련 분야 2년 이상 업무 종사자)
4. 영어성적 부문
- TOEFL(CBT 237점, IBT 102점 이상), TOEIC(840점 이상), FLEX(760점 이상), IELTS(7.0 이상)
※ 자세한 가산점 부여는 내부 기준에 따름.

05.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아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학원서 1부 (인터넷에서 작성하여 컬러출력한 본 대학원 소정 양식)
※ 사진 업로드 : 인터넷 원서작성 시 사진을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원서 및 수험표 등에는 별도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구계획서 1부 (본 대학원 소정 양식, TESOL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 가능하며 분량에 제한은 없습니다.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원본)
※ 졸업예정자는 지원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되, 입학 후에는 다시 졸업증명서를 교학과에 제출하고 최종 학적확인을
받아야 입학이 확정됩니다.(입학 후 졸업한 소속학교에 의뢰하여 공식적인 학력조회 작업을 진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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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원본)
※편입생의 경우는 최종 학교 성적증명서와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인터넷 원서작성 시 성적입력은 최종 학교 성적이 기준입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성적은 제외합니다.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본 대학원 소정 양식, TESOL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안내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의 한글 공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제출안내
제출대상 : 외국 대학을 졸업한 자
제출서류 : 해외소재 학교의 각종 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제출방법
•해외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
관에서 발급받아 제출(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국내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으로 대신 제출 가능
방법예시
ex)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미국주재 한국 영사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선택 제출서류(아래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1.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 관련 직종 2년 이상 종사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2. TESOL 및 관련 수료증(자격증), 성적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3. TESOL전문교육원 수료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4.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입시 전형일 기준 2년 이내) - 해당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5. 교사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면접 시 참고
6. 추천서 – 면접 시 참고

외국 국적자(국적으로 기준) 제출사항 안내
1. 외국 국적 지원자는 한국 국적 지원자와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지원합니다.
2. 외국 국적 지원자 중 해외 대학을 졸업한 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가대사관 공증본을 제출합니다.
3. 외국 국적 합격자 중 학생비자(D2)가 필요한 경우, 합격 후 반드시 교학과에 상담필요.
※ 2016년도 입학생부터 외국국적자의 필수제출 서류였던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외국인 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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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학점인정
혜택

1.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전문교육원과정 수료자의 경우 전공 4학점 인정 및 선수 과목 1과목 인정
2. 국내ㆍ외 대학원의 TESOL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전공 6학점 인정
3. 국내ㆍ외 대학원의 TESOL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8학점 및 1개 학기 수업 연한 단축 인정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초에 별도의 학점인정신청원 양식(홈페이지 및 교학과 비치)과 함께 증명서류(졸업 또는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7.
장학혜택

1.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1) 선발인원 : 본 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 중 약간 명(매 학기 선발)
2) 평가내용 : 입학성적 기준
2. 성적우수 장학금(수)
1) 선발인원 : 본 대학원 재학생 중 약간 명(매 학기 선발)
2) 평가내용 : 직전학기 평균 평점 기준
3. 성적우수 장학금(우)
1) 자격대상 : 본 대학원 재학생 중 약간 명(매 학기 선발)
2) 평가내용 : 직전학기 평균 평점 기준
4. 현직교사 장학금
1) 자격대상 : 교원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 현재 정규직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2) 평가내용 : 자격사항
5. 교학과 근로 조교 장학금
1) 자격대상 : 본 대학원 교학과 근로
2) 근무기간 : 매 학기 단위 근무
6. 기타 원우회임원 장학금(회장, 총무) 등

08.
Study
Abroad
프로그램

1. 우리 TESOL대학원은 언어교육 분야에 있어 미국 최고의 명문인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와
협력하여 1학기를 하와이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하와이대의 Dept. of Second Language Studies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외대에서 모두 인정되며 등록금은
외대에 지불하지 않고 하와이대의 규정에 따라 그곳에 납부하면 됩니다.
3.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수료자
- 신청이전 학기까지 대학원 성적 GPA 4.0 이상
- 토플성적 IBT 1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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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Internship
프로그램

1. 우리 TESOL대학원 재학생은 본교 TESOL전문교육원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샌디에고, 하와이 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Internship 프로그램
- 샌디에고 인턴십 : 3주간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에서 실시
- 하와이 인턴십 : 3주간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실시

10.

1. 전형료 : 80,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 5,000원 별도)
2. 면접전형 종료 후에는 전형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전형료

11.
기타사항

1. 미등록 충원(추가합격자) 안내
- 최초 합격자의 등록마감 후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 후보자 중에서 본 대학원의 입학 사정 성적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 충원합니다.
- 추가합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을 마쳐야 하고 만약,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이 취소됩니다.
2. 입학원서에 본인 날인(또는 서명) 합니다.
3. 입학원서에 입력하는 모든 자료는 입학 이후 학적데이터로 관리되므로 지원서 작성 시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
후 허위기재 사항 없이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고 지원서의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지원서 제출 전 인터넷상에서 최종 작성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의 내용 수정은 전형료 최종 결제 전까지 가능하며, 결제 이후에는 직접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학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원서 작성 후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7. 수험번호는 인터넷상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8. 지원자 중 편입생의 경우 대학교 입학일은 최종학교의 편입일자를, 대학명은 최종 학교명을, 최종학력 총 평점
평균은 최종학교 총 평점 평균을 입력합니다.
9.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학교명은 줄이거나 약자로 쓰지 말고 Full Name으로 입력하고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델라웨어대학교(x) → University of Delaware(○)
와세다(早稻田)대학교(x) → Waseda University(○)
10. 연구계획서는 면접(구술)시험 평가 자료이므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11.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12.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3. 지원서류 우편(등기) 제출 시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원본의 추가발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으십시오)
14. 기타 입학전형 관련 자세한 사항은 TESOL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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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1. 입학금 및 등록금(2017학년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입학금(입학시)

금액
1,070,000원

등록금(매학기)
합계

4,566,000원
5,636,000원

비고
입학 첫 학기에만 납부

※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신입생 등록기간(등록예치금 납부)에 위 합계(전체) 금액이 아닌 등록예치금 500,000원(공통)을 반드시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등록금 잔액은 추후 공지되는 별도 등록금 잔액(차액납부)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자인 경우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때 합격통지서도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통지서는 합격자 발표기간에만 출력이 가능하며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가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체 등록절차
등록예치금 납부(1차)

금→액

등록금 잔액 납부(2차)

금→액

등록완료(2단계 납부)

‘졸업예정자’로 입학한 신입생의 졸업증명서 제출 안내
※ 입학 지원 시 “졸업예정”자격으로 지원하여 입학한 학생은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최종 졸업증명서(원본)를 TESOL대학원 교학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졸업증명서 제출시에 증명서 여백에 반드시 우리 TESOL대학원 학과와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적자료(모든 제증명서 포함)에 “졸업예정”으로 기록되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자는 별도 확인함)
※ 만약, 사정상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교학과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입학지원시에 “졸업예정”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최종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강 전에 신입학
취소원서(TESOL대학원 홈페이지-BBS-Department Documents) 양식을 제출하고 납입하신 등록예치금 및 본등록금을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력조회 및 검증절차 안내
※ 이와 별도로 교학과에서는 입학 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졸업한 소속학교에 학력조회 및 검증작업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이후
이상없음이 확인되면 최종 입학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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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맵

1. 본관

6. 대학원

11. 도서관

16. 사이버관

2. 인문과학관

7. 출판부

12. 노천극장

17. Minerva Square

3. 교수학습개발원

8. 정문 & 진입광장

13. 사회과학관

18. 대운동장

4. 외국어연수평가원

9. 교수회관

14. 학생회관 및 기숙사

19. Obama Hall

5. 국제관

10. 교수연구동

15. 법학관

(Minerva Complex)

20. 역사기념관

경희대

성북정보도서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화랑로

청량리 방면
우리은행

1

외대앞역

신이문역

공릉방면

회기역

중랑천

위치 및 교통편 안내
교통편ㆍ간선버스 : 261, 147 / 지선버스 : 1217, 1222, 1215 / 전철 : 1호선 외대앞역(구 휘경역)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107 Imun-ro, Dongdaemun-gu 02450 Seoul, Korea
TEL : (02)2173-3521~2 FAX : 02)2173-3358
http://tesolgs.hufs.ac.kr, tesolgs@hufs.ac.kr
교학과 사무실 위치 : 대학원 건물 1층 111호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도보로 5분 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