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자격증과정 

 

조지아주립대에서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초중고(Pre-K ~ 12 학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모두 

이수하시면 정규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T4 레벨 외국어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본 과정에 입학하실 경우 재정보조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입학서류: 

• 온라인 지원서 및 지원비 $50  

• ACTFL OPI (말하기평가) - Intermediate High 이상  

o 1) go to https://www.languagetesting.com/ltiapi/index/products/)  
o 2) select Korean 
o 3) schedule OPI (전화평가) or OPIc (컴퓨터평가)  

o 원서 마감날짜 이전에 온라인지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본 시험 결과는 

학기중에도 제출 가능.  

• 이력서 (온라인 지원서와 함께 업로드) 

• Goal statement (온라인 지원서와 함께 업로드. 한국어 교육관련 경험 및 왜 본 

과정에 관심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작성. 양식 자유) 

• 추천서 2 부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추천자 명시: 추천자 (a) 담당교수님 추천서, 

(b) 지원자의 능력, 경험 및 P-12 학교에서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 가능한자, 또는 

(c) 현 직장의 관리자) 

• 학부성적증명서 (평균 학점 2.5 이상)  

• 해당 학교에 전산 제출 요청, gradapplytranscripts@gsu.edu 로 제출  또는 

우편제출 (Georgia State University | Office of Admissions – Graduate 

Programs, P.O. Box 4018, Atlanta, GA 30302) 



• 해외학사 소지자는 아래 명시된 기관을 통하여 미국 4 년제대학 평가서 제출  

• 대학원의 교사자격증과정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평가서 제출요망  

§ 재적 학교에서 성적, 학위명, 포함된 영어 성적증명서를  

학교명의로 봉인/서명 하여 발급(채점등급 및 총 평균 포함) 

§ 교사자격증 프로그램 지원자는 아래 제시된 기관을 

이용하여 본인의 공인 영어 성적증명서를 과목별로 

평가받아 제출 (재적학교에서 기관으로 성적표 송부, 

기관평가, 기관에서 GSU 로 송부):   

ü Josef Silny & Associates International Consultants 
ü International Education Evaluations Inc. 
ü Educational Perspectives  
ü SpanTran: The Evaluation Company 
ü Institute of Foreign Credential Services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의 학위소지자의 경우 공인 TOEFL 또는 

IETLS 점수를 제공해야 함. (토플은 시험 등록 시 기관코드 5251 입력, 

아이엘츠는 시험 등록 시”Georgia State University Graduate 

Admissions”을 선택 하여 등록/ TOEFL 79 점 이상, IETLS 6.5 이상)  

• 조지아주의 교사자격증 자격시험 통과:   

• Georgia Educator Ethics – Program Entry (350) 
• GACE Program Admission Assessment (210,211,212 or 710) 

(ACT/GRE/or SAT 에서 일정점수 이상 취득 시 무시험가능) 
 

온라인 지원서 마감:  

온라인 지원서를 우선 마감일 이전에 제출하시면 추가서류는 마감일 이후에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가을학기 시작 원서마감: 7 월 15 일  

• 봄학기 시작 원서마감: 11 월 15 일 

 

 

 



과정수료에 필요한 수업: 

• Three credits in general education coursework (EXC 4020) 
- 온라인수업(여름학기이용 권장) 

• Nine credits in your teaching field/ major (FORL 6122/6128, FORL 8125, FORL 8126) 
- 가을학기(화/목 오후 4:30~7:00 수업), 봄학기(목 오후 4:30~7:00 수업) 

• Six to fifteen credits in field placement work 
- 가을학기 참관실습(초중고 총 14 주, 주당 20 시간), 봄학기 학생실습(4 개월) 

(최소 18 학점 이상 이수시 수료) 

 
 

프로그램관련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Assistant Professor 
Korean Program Coordinator 
Department of World Languages and Cultures 
Hakyoon Lee 
hlee104@gsu.edu 
 

자세한 프로그램 설명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education.gsu.edu/program/world-language-teacher-graduate-certificate/#admissions-
requir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