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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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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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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a Civilized World
경희대학교는 83개국 596개 자매대학과 학술 교류
국제교육원은 매년 100여 개국 6,000여 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한국어와 문화 교육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프로그램은 1993년에 개설되어 매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6,000여 명의 외국인과 재외 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도우미 제도,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경희
외국인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한국어와 문화를 널리 알립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지금,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수준 높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세계 최고의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 국문과 교수

김 중 섭

기후 위기와 급속한 기술 발전, 세계적 불평등과 전염병 확산 등 수많은 난제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도 ‘경희’의
창학 정신인 ‘문화 세계의 창조’라는 우리의 사명은 변함없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를 아끼고 배려하며 지구적 난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외국어 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 소임을 다함으로써 지구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3년은 국제교육원 한국어 교육 과정 개설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
니다. 외국어 교육 53년을 포함하면 반세기가 넘는 세월입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문화와 학술을 깊이 탐구하도
록 하는 것, 이것이 개원(開院)의 초심(初心)이자 지금까지 이어온 교육의 목표
입니다.
국제교육원은 150명이 넘는 우수한 선생님과 직원, 전 세계 500여 명의 언어교육
전문가로 이루어진 학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교육 과정을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를 매개로 다른 분야 학문과 기업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융합과 통섭을 통해 언어교육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과정’ 최적화를 위해 꾸준
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물리적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와
외국어, 그리고 문화와 학술에 대한 우수한 교육 과정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개발에도 힘쓸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정문의 이름은 ‘등용문’입니다. 물고기가 ‘용문’을 통과하면 용이 된
다는 전설처럼 국제교육원은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
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연수 및 대학 진학 일정

경희대학교 진학 솔루션,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과정
2022 국제교육원 한국어 정규 과정
봄 학기

여름 학기

가을 학기

겨울 학기

03. 29 ~ 06. 10

06. 16 ~ 08. 25

09. 28 ~ 12. 08

12. 15 ~ 2023.02.24

경희대학교 학부 외국인 전형
2022학년 2학기
(9월 입학)

2023학년 1학기
(3월 입학)

1차 전형

2차 전형

접수 : 02. 28 ~ 03. 11
면접 : 04. 09
발표 : 04. 22

접수 : 04. 25 ~ 05. 13
면접 : 06. 18
발표 : 07. 01

1차 전형

2차 전형

접수 : 08. 22 ~ 09. 09경
면접 : 10. 08경
발표 : 10. 21경

접수 : 10. 24 ~ 11. 11
면접 : 12. 17
발표 : 12. 30경

※ 자세한 일정은 http//ciss.khu.ac.kr에서 확인바랍니다.

TOPIK
원서 접수

12. 07 02. 08 03. 08 05. 24 08. 02 09. 06
~ 12. 13 ~ 02.14 ~ 03. 14 ~ 05. 30 ~ 08. 08 ~ 09. 13

시험

01. 23

04. 10

05. 15

07. 10

10. 16

11. 13

성적 발표

02. 22

05. 19

06. 30

08. 18

11. 24

12. 15



경희대학교 지원 자격 : 국제교육원 한국어 4급 이상 수료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소지

Schedule for Korean Language Programs
and College Preparatory Programs
한국어 4급 연수 + 대학 연계 코스
한국어 과정 이수

TOPIK 응시

여름 (4급)

7월 토픽

겨울 (4급)

1월 토픽

입학 전형 지원

입학

8~10월 또는 10~12월

3월

3~5월 또는 5~6월

9월

※ 학기 중 TOPIK 준비반 상시 개설
※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OnLine 과정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규 과정 OnLine
만 18세 이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 10주 과정
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 오지 않고도 고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과정 OnLine
단기 과정은 만 18세 이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봄, 여름 온라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도록 구성된 과정입니다. 수업 기간에 따라 3주,
6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주 과정은 한국어 문법과 말하기 활동 중심으로,
6주 과정은 한국어 문법과 읽고 쓰기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특별 과정 OnLine
온라인 한국어 특별 과정은 문법과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과정
입니다. 평일 일과 시간에 한국어 학습이 어려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야간반,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습자는 한글반 수강 후에 초급
과정부터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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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부 학사 일정

~

프로그램 개요
한국어 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의 기본 방향은 의사소통 중심이며 문법·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통합적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회화 연습 및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한국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어 과정은
정규 과정(10주)과 집중 과정(6주), 단기 과정(3주)으로 구분되며 정규
과정은 초급(Ⅰ·Ⅱ), 중급(Ⅰ·Ⅱ), 고급(Ⅰ·Ⅱ)의 6단계와 대학(원) 진학
준비 단계인 한국학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단기과정(3주 집중 과정)은
봄학기(3월)와 여름학기 (8월·9월)에 운영됩니다.

한 학기에 10주, 연간 4학기 운영

정규 과정

●

체계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 중심 교실 환경 제공

|10주|

●

태권도, 단소, 바리스타 체험, 소방서 체험 등 유익하고 재미


●

있는 문화 수업 개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지학습 실시

●

다른나라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

2월~3월, 8월~9월 연 2회 6주간 운영

집중 과정

●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집중 강좌

|6주|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위한 TOPIK 대비 수업 실시

●

태권도, K-POP 댄스 등 문화수업과 2회의 현지학습 등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실시
●

3월, 8월, 9월 연 3회 3주간 운영

단기 과정

●

집중적인 의사소통 중심 교실 환경 제공

|3주|

●

한국의 노래, 드라마, 전통놀이, 예절 등 문화 수업 실시

●

현지학습(2회)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체험

Academic Calender for
Korean Language Programs

~

일정 안내
정규 과정 - 10주
학기

기간

접수 마감(비자비협정국)

봄
여름
가을
겨울

03. 29 ~ 06.10
06. 16 ~ 08. 25
09. 28 ~ 12. 08
12. 15 ~ 2023. 02. 24

봄
여름
가을
겨울

03. 28 ~ 06. 08
06. 15 ~ 08. 24
09. 25 ~ 12. 07
12. 14 ~ 2024. 02. 27

OT

2022
02. 21 (02. 14)
05. 09 (05. 02)
08. 22 (08. 16)
11. 07 (10. 31)
2023
02. 20 (01. 23)
05. 08 (04. 10)
08. 17 (07. 17)
11. 07 (10. 09)

03. 21
06. 01
09. 21
12. 09
03. 21
06. 09
09. 18
12. 08

집중 과정 - 6주
학기

기간

접수 마감

2022
02. 07 ~ 03. 22
08. 08 ~ 09. 21
2023
02. 08 ~ 03. 22
08. 08 ~ 09. 19

봄 집중
여름 집중
봄 집중
여름 집중

01. 10
07. 11
01. 09
07. 07

단기 과정 - 3주
학기

기간

봄 단기
여름 1차 단기
여름 2차 단기

03. 03 ~ 03. 24
08. 02 ~ 08. 23
08. 31 ~ 09. 22

접수 마감(비자비협정국)

OT

2022
02. 03 (01. 20)
07. 05 (06. 21)
08. 03 (07. 20)

03. 03
08. 02
08. 31

02. 06
07. 03
07. 31

03. 06
08. 02
08. 31

2023
봄 단기
여름 1차 단기
여름 2차 단기

03. 06 ~ 03. 24
08. 02 ~ 08. 23
08. 31 ~ 09. 20

수업 시간(공통)
오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오후

09:00~09:50
문법
10:00~10:50
11:10~12:00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12:10~13:00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3:10~14:00
문법
14:10~15:00
15:10~16:00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16: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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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육부 학사 일정

~

프로그램 개요
외국어 교육부에서는 국제화된 세계 시민 육성을 목표로 원어민 교수진으로
구성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회화 및 시험
대비 강좌와 다양한 매체(콘텐츠)를 활용한 Content-based 강좌를 통해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정 안내
●

2022년 정규 과정 (6주)
학기

●

기간

등록마감

1차

2022. 03.14 ~ 2022. 04. 22

2022. 03. 11

2차

2022. 05. 09 ~ 2022. 06.17

2022. 05. 06

3차

2022. 07. 04 ~ 2022. 08. 12

2022. 07. 01

4차

2022. 09. 13 ~ 2022. 10. 21

2022. 09. 08

5차

2022. 11. 07 ~ 2022. 12. 16

2022. 11. 04

6차

2023. 01. 02 ~ 2023. 02. 10

2022. 12. 30

2023년 정규 과정 (6주)
학기

기간

등록마감

1차

2023. 03. 13 ~ 2023. 04. 21

2023. 03. 10

2차

2023. 05. 08 ~ 2023. 06. 16

2023. 05. 04

3차

2023. 07. 03 ~ 2023. 08. 11

2023. 06. 30

4차

2023. 09. 12 ~ 2023. 10. 20

2023. 09. 08

5차

2023. 11. 06 ~ 2023. 12. 15

2023. 11. 03

6차

2024. 01. 02 ~ 2024. 02. 09

2023. 12. 29

Academic Calender for
Foreign Language Programs

~

운영 프로그램
영어 회화
연간 6회, 6주간 운영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져 5개의 레벨별 강의 제공
● 기초가 되는 단어 강좌부터 전문적인 회화 강좌까지 실용적인 수업 제공
●
●

일본어 회화
●
●

연간 6회, 6주간 운영
레벨별 회화 강좌와 JLPT 대비 강좌 제공

중국어 회화
●
●

연간 6회, 6주간 운영
레벨별 회화 강좌와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좌도 제공

스페인어 회화
연간 6회, 6주간 운영
레벨별 회화 강좌와 함께 DELE 대비 강좌 제공
● 시사 이슈를 활용한 강좌와 인터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화 강좌를 통해 실용적인 스페
인어 학습 도모
●



●

프랑스어 회화
●
●

연간 6회, 6주간 운영
레벨별 회화 강좌와 함께 DELF 대비 강좌 제공

베트남어 회화
●
●

연간 6회, 6주간 운영
레벨별 회화 강좌 제공

영어 Content Based 강좌
●

연간 6회, 5~6주간 운영
단순한 영어 회화가 아닌, 다양한 매체(컨텐츠)를 활용하여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더욱
심도있는 학습 도모


●

하계/동계 방학 집중 영어 강좌 : LEAP
연간 2회, 4주간 운영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영역을 골고루 학습하는 균형 있는 강좌 제공
● 오전과 오후반 2개로 운영되며 동시에 수강 가능
●
●

자매대학 한국어 연수생을 위한 맞춤형 영어 강좌
연간 6회, 6주간 운영
자매대학 학생들을 위한 전용 강좌
●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영역을 골고루 학습하는 균형 있는 학습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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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입학 안내

등록 절차
이메일 문의 및 서류 접수
등록금 납부

서류 심사

서류 심사 결과 통보

표준입학허가서 발급(D-4-1 비자 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및 입국

대상
●

만 18세 이상 외국인 및 재외 동포

제출 서류 (비자 협정국 기준)
●

입학원서(이메일 문의 및 접수), 증명사진 1장, 여권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류



※ 3주 단기 과정은 비자 협정국 국적 학생만 신청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는 국가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메일로 문의하신 후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2022년 6월 기준)
과정

등록금 (전형료 60,000원 포함)

정규 과정 - 10주

￦ 1,810,000

집중 과정 - 6주

￦ 2,060,000
(온라인 과정 : ￦1,660,000)

단기 과정 - 3주

￦ 950,000
(온라인 과정 : ￦ 860,000)

납부 방법
●

서류 전형 후 인보이스를 발송합니다.

※ 학생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대리 납부의 경우 행정실로 전화 요망).
※ 온라인 한국어 프로그램은 반 배정 이후 등록을 안내합니다.

Admission Guide for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환불 규정
입학 취소 시 등록금은 평생교육법에 준하여 환불합니다.

●

환불은 수업료만 가능합니다. 환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할 수 있습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2학기 이상 정규 과정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등록금 납입을 확인한 후 표준입학


●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정규 과정 1학기 신청자 및 단기 과정 신청자는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되지


●

않습니다.
●

표준입학허가서는 비자 발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발급되는 비자의 종류도


●

다르므로 대사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 관련 문의
-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 +82-1345
- 각국의 한국 대사관

보험
한국에서 발생하는 질병, 사고, 사망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


●

해야 합니다. 자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 해외 유학생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한국 입국 후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의 안내에 따라 유학생 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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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학생 생활

학생증 발급
국제교육원 학생에게는 경희대학교의 학생증이 발급됩니다. 학생증을 이용하여
경희대학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중앙도서관 이용 및 다양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도우미
경희대학교 학생이 국제교육원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공부 및 한국 생활을 돕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도우미는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인 도우미를 만
나서 한국어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거나 언어 교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수업 & 동아리
바리스타 체험
커피 전문가에게 커피 로스팅과 라테아트를 배웁니다. 바리
스타 체험을 하면서 다채로운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요리
한국 요리 전문 강사에게 한국 음식을 만듭니다. 재료 준비,
손질, 상차림 등 한국 음식문화의 전 과정을 체험합니다.

태권도
태권도는 한민족 고유의 무술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대한
민국의 스포츠입니다. 태권도 체험을 통해 스포츠 정신과 한국의
예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소
오래된 대나무로 만든 대한민국의 전통 악기 단소를 배우고
연주하며 한국의 전통 음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K-POP 댄스 동아리
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친
구도 사귀고 공연도 하면서 즐겁게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Campus Life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현지학습
매 학기 1회 한국의 명소, 문화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현지학습(서울타워, 경복궁,
남이섬, 공연 관람, 도자기 만들기 등)을 통해 교실에서 배운 한국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국제교육원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외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회기역 근처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 및 서울 시내 이동이 용이합니다. 1인실(리치빌,
창덕안)과 2인실(창덕안) 선택이 가능하며, 기숙사 방에는 유무선 인터넷,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책상, 옷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관리 직원이 상주
하며, 전자식 잠금장치를 통해 보안을 유지합니다. 기숙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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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학생 생활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국제교육원은 1998년 국내 대학 처음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경희대학교 총장상 등을 수여합니다. 대회는 유튜브, TV,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한국어를 통해 한국인과 전 세계인이 상호 이해하고 교류하며 한국어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재 소개
‘경희한국어’는 2020년에 완간된 최신 교재로 초급 1, 2, 중급 1, 2, 고급 1, 2 등
전체 6개 급 1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급 교재는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각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입문 학습자들을 위한 ‘경희
한국어 첫걸음’이 별도로 출판되어 있어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문법이 독립된 교재로 구성되어 있
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듣기와 말하기, 읽기
와 쓰기 교재가 별도의 교재로 발간되어 있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한국어 의
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경희한국어’는 전권이 종이책과 전자책으
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전자책은 종이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MP3 파일이나 비디오클립(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메모하
기와 검색하기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와 학습 보조 기능을
갖춘 전자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종이책 역시 교
재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경희한국어 홈페이지(klb.khu.ac.kr)에서 멀티
미디어 파일을 다운받아 MP3 파일과 비디오클립(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외국어교육 53주년
한국어문화교육 30주년을 맞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이
세계 최고의 언어문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두 번째 도약을 시작합니다.

53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언어·문화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쌓아온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0~2000

2001~2010
2001. 03

1986. 07

미주지역 청소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연수

2004. 03

1990. 03

박병수 교수 12대 원장 취임

2004. 12

경희한국어 교재 완간

1991. 02

안영수 교수 13대 원장 취임

2007. 03

북미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KOPA)

1991. 05

외국어 어학강좌(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개설

2007. 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위탁 한국어 프로그램

2008. 02

서울글로벌센터와 협약서 체결

2008. 05

한국증권신문 & 시사 경제 21
선정 파워 브랜드 대상 수상

1993. 04

	

한국어과정 개설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 개설


	

	

2008. 07

	

	

‘서울 언어교육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일본 관동국제교등학교 한국어
교사 연수
서울시 교육청 우수 영어연수기관
선정

	

	

1993. 03

	

경희대학교 시청각 교육원 설립
초대 원장 윤양모 교수 취임


1970. 03

김중섭 원장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 협회회’ 회장 선출

1996. 09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공식 한국어 연수 기관 선정

2009. 05

경희대학교 60주년 기념 WCF
(세계시민포럼) 2009 개최 지원

1996. 09

해외 입양인 장학금 지원

2010. 07

1997. 07

‘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재외동포
장학생 모국방문연수사업

1998. 05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2000. 03

	
	
	

1998. 09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
연수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국내 예비교육 과정





남미지역 한국어 및 문화 연수
	

1995. 01

Kyung Hee University's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which has built up a reputation as the
best language·cultural educational institution in
Korea for 53 years, continues to this day.

2011~2017
세계 한인 청소년 대학생 모국
연수(재외동포재단)

2018. 06

일본 바이코 가쿠인 대학교 MOU
체결
미국 뿌리교육재단 청소년 모국
연수



	

2011. 07

2018~2022

2012. 03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기관 선정

2019. 07

러시아 고등경제대 한국어 연수

2013. 03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어연수

2019. 08

중국 한국어과대학생 한국어 연수

2020. 03

2013. 10

경희대학교 한국어과정 개설
2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및 국
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어교재 ‘경희한국어’ 19권
완간

2020. 06

러시아 모스크바 세종학당 설립

2020. 10

일본 긴키대학 국제학부 한국
유학 연수

2020.12

‘온라인 한국어 과정’ 동영상 4개
국어 자막 포함 제작 및 배포

프랑스 라로셸-경희 세종학당 설립

2015. 10

사우디아라비아 치과 의료진
한국어연수

2016. 01

아랍에미리트 군장교 한국어
연수 실시

2017. 02

미국 아이오와세종학당 설립

2017. 07

미국 뿌리교육재단 청소년 모국
연수

	
	
	

국제교육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2021.01

외국인 신입생 예비대학 과정

2021.03

외신 기자 대상 한국어 수업
KIST & UST 스쿨 한국어 수업
위탁 교육

2021.04

온라인 특별 과정

2023.04

경희대 한국어과정 개설 30주년
예정

	

	
	
	
	

일본 관동국제고등학교 한국 현지
연수



2015. 06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관 한국
언어문화연수

	

한중교육교류협회 한중교육교류대상



2014. 12
2015. 03

	

2019. 03

	

2018. 07

한·베 수교 20주년 기념 ‘경희
대학교·KOICA 한국어 국제 컨
퍼런스’ 개최

	

재외동포 G20세대 여름 캠퍼스

2012. 02

http://www.iie.ac.kr
http://www.facebook.com/khuiie
http://www.instagram.com/khuiie

외대앞역

회기역

청량리역

◀ 이문동

종로 ▶
시조사

현대코아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경동시장

카이스트
신설동 ▶

◀ 종암동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경희대학교 정문

지하철 이용 시

1호선 - 회기역 1번 출구
경의중앙 - 중앙선 회기역 1번 출구

버스 이용 시

경희의료원 하차 마을버스 01(회기역 1번 출구 앞)
경희대 입구 하차 273, 201
경희중고 하차 120, 147, 261, 273, 1222

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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