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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현황

 목적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상위 국가 및 한국어개설반 국가와의 국제교류 

추진을 통한 한류 열풍과 한국유학 분위기 확산

○ 외국 대학생 및 고교생의 한국 단기 체류 경험을 한국유학과 연계

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기반 조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근거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 및 목표) 및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추진 경과

○ 2004.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제교육 다변화 요구 수용, 동남아시아 국가 

대학생 초청 연수 시작(5개국 40명)

○ 2005. BRICs 및 ABC 국가 등으로 대상 확대(14개국 78명)

○ 2006. 러시아권 재외동포(고려인)를 대상으로 사업 확대(18개국 89명)

○ 2008. 교류국가 및 초청 인원 확대(22개국 98명)

○ 2010. GKS 사업으로 초청국 및 인원 확대(39개국 119명)

○ 2016. 협력 대상국 우수 대학생(52 60명) 및 한국어반 개설학교 

우수 고교생(32개국 60명)으로 초청 대상 확대*

*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교육부, 2015.7.)

 추진 실적(2004~2019년)

구 분 ’04∼’13 ’14 ’15 ’16 ’17 ’18 ’19 합계

주요국가학생초청연수(명) 953 117 116 117 116 120 1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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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년 추진 계획(안)

1.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 대상 인원) 57개국 총 120명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상위 국가 우수 대학생 60명 

- 한국어반 개설 고등학교 국가 우수 고교생 60명

 ※ 2020년부터 한국어 교원이 파견된 국가의 대학생 및 고교생 추천 인원 추가 배정 

○ (연수 기간) 2020. 7. 7.(화) ~ 7. 17.(금) 예정/ 10박11일

○ (연수 운영) 각 30명씩 4개 그룹으로 운영(대학생 2그룹, 고교생 2그룹)

○ (연수 기관) 4년제 대학 대상으로 위탁연수기관 공모․선정

○ (연수 내용) 특강, 대학(고교) 방문 교류, 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 홈스테이 등

○ (지원 내용) 연수비, 왕복 항공료, 숙식비, 여행자보험 등 연수경비 일체 

   ※ (참가자 부담) 비자 발급비, 자국내 교통비 등
(재외공관 부담) 사업 홍보 및 연수대상자 선발에 따른 경비 등

2. 국가별 초청 인원

 국가별 인원 및 배정 기준 : <붙임 1>

○ (대학생) 50개국 60명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상위 국가(1~50위)에 1명씩 배정하되, 한국어

교원 파견 대학이 있는 국가에 1명씩 추가 배정

      ※ 한국어 교원 파견 대학 국가(4개국) : 네팔,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단, 파라과이는 유학생 상위국가 50위에 미포함으로 제외,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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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 

       1) 총 배정 인원이 초청 정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유학생 수 상위 국가부터 1명씩 추가 

배정

       2) 초청인원 초과 시, 전년도 미추천국가나 유학생 최소국가부터 감원 배정

○ (고교생) 29개국 60명

- 한국어반 개설학교의 총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한국어 교원

파견 고교가 있는 국가에 1명씩 추가 배정 

배정기준(학생수) 10,000명 초과 5,001~10,000명 1,001~5,000명 1,000명 미만

배정 인원(명) 4 3 2 1

 ※ 한국어 교원 파견 국가(1개국) : 말레이시아

      - 단, 세르비아는 한국어반 개설학교 통계 미포함국으로 제외, <붙임 2> 참조

    ※ 위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 

      1) 총 배정 인원이 초청 정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한국어개설학급 학생 수 상위 

국가부터 1명씩 추가 배정

      2) 초청인원 초과 시, 전년도 미추천국가나 한국어개설학급 학생 수 최소국가부터 

감원 배정 

3. 연수대상자 선발ㆍ추천(재외공관)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대상자) 해당국가 국적 소지자 중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

- (대학생)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상위 국가 우수 대학생

- (고등학생) 한국어반 개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어 능력 우수자

 ※ 선발 자격 요건

 ‣ 해당 국가의 국적 소지 학생 

 ‣ 향후 친한 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
 ‣ 한국문화 및 한국유학에 관심이 많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

  - 연수생 상호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구사능력 필수, 한국어 구사능력자

 ‣ 단체 활동 및 일정 참여에 무리가 없는 신체 건강한 학생
 ‣ 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학생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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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방법) 재외 한국공관에서 직접 선발

 ※ 선발 시 고려사항

 ‣ 고교생의 경우, 가급적 추천 국가 내에서 한국어반 전체 학생 수가 많은 지역 
학생을 우선 추천

 ‣ 한국어 교원 파견 대학이나 고교가 있는 국가의 경우, 추천 인원의 1명은 

가능한 해당 학교 대학생 및 고교생 우선 추천,   <붙임2> 참조 

   ※ 한국어교원 파견 학교의 경우, 지원서에 한국어교원 서명도 포함

 ‣ 배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가급적 남ㆍ여 학생의 비율을 고려

 ‣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천자를 신중하게 추천하고, 

이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1~2명 포함하여 추천

 ‣ 한국에서 진행되는 타 기관 단기연수 프로그램과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추천

4. 연수프로그램 운영(위탁연수기관)

 항공권 발권 및 입․출국

○ (항공권) 위탁연수기관에서 항공권을 직접 발권하여 재외공관 

담당자 및 연수생 본인 이메일로 송부

○ (입․출국) 위탁연수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공항 송ㆍ출영

입 국 출 국

2020. 7. 7.(화), 오전 2020. 7. 17.(금), 오후

※ 입․출국은 원칙적으로 연수 시작일 오전, 연수 종료일 오후로 정하나 항공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입․출국 시기 조정 가능

 연수 운영

○ (숙식) 연수생에게 적정한 수준의 숙박 시설(운영대학 기숙사 및 연수

시설 등)과 한국 음식 위주의 식사 제공*

* 식사 관련하여 채식주의자 및 무슬림 등을 위한 별도 식단 고려

○ (이동)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이동

○ (연수 진행) 모든 일정을 영어로 진행

○ (설문 조사) 귀국전 연수기관별 설문 실시(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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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홍보 및 참가자 관리

○ (홍보) 유관 언론사 및 대학신문 등을 통한 연수진행 사항 적극 홍보

○ (참가자 관리) 연수기관별 인적네트워크 관리 및 HURIK 시스템 DB관리

- 연수 이수자들에게 GKS 장학사업 및 한국 홍보자료를 송부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 참가자 간 인적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 (프로그램 자료) 참가자 소감 발표 및 영상자료 제공

- 연수기간 중의 소감을 작성하여 수료식 시 발표ㆍ공유

- 연수 행사 전반을 담은 영상을 수료식 시 시청 및 귀국 후 볼 수 

있도록 제공

 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구  분 내    용 비  고

특 강 한국어, 한국의 역사ㆍ경제ㆍ문화 등

ㆍ4～8시간

ㆍ외부초빙 강사 및 위탁연수기관 

교수 등 

기관방문 국회, 외교부, 통일부 등 ㆍ3～4시간

학교 방문 위탁연수기관 외 1개교 이상 대학(고교) 등 
ㆍ6시간 이상

ㆍ학생 교류시간 운영

문화유적지 

견학
경주·공주지역,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등

ㆍ8시간 이상

ㆍ세계문화유산 중심

산업 시찰
POSCO,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덕연구

단지·연구소 등
ㆍ2개 기관 3시간 이상

문화 체험 공연 관람, 한복 입기, K-POP 문화체험 등
ㆍ18시간 이상

ㆍ한류 및 전통문화 체험  

홈스테이 1가정 2～3인(1박 이상)
ㆍ한국 가정체험을 통한 상대 문화 

이해

기타
방송국, 한국민속촌, 놀이공원, 지역명소 

탐방 등

ㆍ위탁연수기관별 특색 프로그램 

추가



- 6 -

5. 재외공관 협조 사항

 제출 서류 및 추천 기한

○ (제출 서류) 추천자 명단, 공관담당자 연락처, 지원서* 및 여권사본

* 지원서는 한글 또는 MS-word를 활용하여 작성(<붙임 4> 참조),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원본 제출 불필요)

※항공권 구매를 위해 반드시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자료 작성 시 이름은

여권명과 일치해야 함

※출발지 국제공항 기준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므로 출발지 국제공항 명시

※ 추후 연수에 대한 내용을 학생 E-mail로 송부할 예정이니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안내 요망

○ (추천 기한) 2020. 3. 27.(금) ※ 반드시 기한 내 추천 요청

* 기한 내 추천이 없을 경우, 배정인원을 타 공관 예비후보로 초청 예정

 연수생 사전교육

○ 해당 재외공관에서는 초청 대상자에 대하여 연수 취지, 한국사회․

문화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붙임 3> 참조)

‣ 전 주의사항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 정해진 연수프로그램 진행 중 개인적인 활동은 금지

  - 연수 중 이탈자 발생 시 즉시 귀국 조치 및 차년도 국가 인원 배정에 불이익

  - 행사 중 가족과의 동반 행동은 불가

  - 한국내 친구 및 지인과의 만남은 프로그램 종료 후 숙소 내에서만 가능함을 
반드시 공지(개별 숙박 불가)

  - 연수 종료 후, 7일 이내 미출국 시 귀국 항공료 지원 불가   
 ‣ 홈스테이 및 학생 교류 선물 준비 시 저렴하고 토속적인 선물 권장 
 ‣ 참가자 준비물품 : 개인 비상약품, 우산, 카메라, 운동화, 수건, 세면도구 등  

개인 물품 

 기타 사항

○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에 최대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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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일  정 비고

기본계획 재외공관 송부 2월말 본원→재외 한국공관

위탁연수기관 공모 및 심사 2월 중순 ～ 3월 중순 본원 

초청 대상자 추천서류 제출 3.27.(금)까지 재외 한국공관→본원

초청공문 발송 4월 중순 본원→재외 한국공관

비자 발급 및 항공권 예약 4월말～5월초 재외 한국공관 
위탁연수기관

사전교육 입국일 이전 재외 한국공관

연수 실시 7.7.(화) ∼ 7.17.(금) 위탁연수기관

연수결과 보고 연수종료 후 1개월 이내 위탁연수기관

※ 위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붙임 : 1. 2020년 주요국가 초청 대상자 국가별 총 배정인원 1부.

2. 한국어 교원 파견 외국 대학교 및 고교 현황 1부.

3. 연수안내서 1부.

4. 지원서(서식) 1부. 끝.



- 8 -

연번 국가명
배정인원

총 배정인원 
대학생 고교생

1 가나 1 1

2 나이지리아 1 1

3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4 네덜란드 1 1

5 네팔
※ 한국어 교원 파견 대학 국가 2 2

6 노르웨이 1 1

7 뉴질랜드 2 2

8 대만 1 3 4

9 독일 1 1 2

10 러시아 1 3 4

11 르완다 1 1

12 말레이시아
※ 한국어 교원 파견 고교 국가 1 2 3

13 멕시코 1 1

14 모로코 1 1

15 몽골 2 2 4

16 미국 2 4 6

17 미얀마 1 1

18 방글라데시 1 1

19 베트남 2 2 4

20 불가리아 1 1

21 브라질 1 1 2

22 사우디아라비아 1 1

23 스리랑카 1 1

24 스웨덴 1 1

25 스페인 1 1

26 싱가포르 1 1

27 아르헨티나 1 1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11111111111111붙임 1  2020년 주요국가 학생 초청연수 국가별 배정 인원

□ 주요국가 학생 초청연수(57개국 총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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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배정인원

총 배정인원 
대학생 고교생

28 에티오피아
※ 한국어 교원 파견 대학 국가 2 2

29 영국 1 1 2

30 우즈베키스탄 2 4 6

31 우크라이나 1 2 3

32 이란 1 1

33 이집트 1 1

34 이탈리아 1 1

35 인도 1 1 2

36 인도네시아 1 3 4

37 일본 2 4 6

38 중국 2 2 4

39 카메룬 1 1

40 카자흐스탄
※ 한국어 교원 파견 대학 국가 2 1 3

41 캄보디아 1 1

42 캐나다 1 2 3

43 케냐 1 1

44 콜롬비아 1 1

45 키르기스스탄
※ 한국어 교원 파견 대학 국가 2 3 5

46 타지키스탄 1 1

47 태국 1 4 5

48 터키 1 1

49 파라과이 2 2

50 파키스탄 1 1

51 폴란드 1 1

52 프랑스 1 1 2

53 핀란드 1 1

54 필리핀 1 2 3

55 투르크메니스탄 1 1

56 호주 1 3 4

57 홍콩 1 1
전체 인원 60 60 120

초청국가 수 50 2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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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파    견       국     가
학교급 및 
대상 학년국가명 파  견      학  교 과목명 인원

1 네팔 국립트리부반대학교비소바사캠퍼스 한국어 4 대학교

2 동티
모르 베코라직업고등학교 ICT 1

3 말레
이시아

Sekolah Menengah Sains Seri Puteri(Secondary 
School) 한국어 1 중1~고1

Sekolah Menengah Sains Tuanku Munawir 한국어 1 중1~고1
SM SAINS ALAM SHAH 한국어 1 중1~고1
SMK Bukit Sentosa 2 한국어 1 중1~고1
Sekolah Menengah Sains Tuanku Aishah Rohani 한국어 1 고등학교
Sekolah Menengah Sains Kuala Selangor 한국어 1 고등학교
Sekolah Sultan Alam Shah 한국어 1 중1~고1
SMK Taman Bunga Raya 1 한국어 1 중1~고1
SMS Johor KM1 한국어 1 중1~고1
Sekolah Menengah Sains Selangor 한국어 1 중1~고2
Sekolah Seri Puteri 한국어 1 중1

4 태국 Songkhla Vocational College 직업기술
(미용) 2 전문대학

5 보츠
와나

Denjebuya JSS 수학 1 중·고등학교
Maun Secondary School 수학 1 중·고등학교
Motaung JSS 수학 1 중·고등학교
Moeng College 수학 1 중·고등학교

6 에티
오피아

Addis Ababa University 한국어 1 대학교

Beshale Secondary and Prparatory School
수학 1

고등학교
ICT 1

Bole Secondary and Preparatory School 수학 1 고등학교

7 우간다
Jinja College 수학 1 중·고등학교
Kololo High School 수학 1 고등학교
Mengo Senior School 수학 1 중·고등학교

8 카자
흐스탄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한국어 1 대학교

동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한국어 1 대학교

9 키르기
스스탄

키르기스스탄국립대학교 한국어 3 대학교

KCC칼리지 한국어 1 대학교

10 페루 Cusco Coar
수학 1

초등영재학교과학 1
퇴직자문관 1

11 파라
 과이* INAES 한국어 2 대학교

12 세르
비아**

Gymnasium of Karlovci
한국어 1

고등학교
Jovan Jovanovic Zmaj Gymnasium 고등학교
Philological Gymnasium

한국어 1

고등학교
Gymnasium Sveti Sava 중1~고1
XV Belgrade Gymnasium 고등학교
Secondary Tourism School 고등학교

13 피지 John Wesley College 과학 1 고등학교

계 43

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22222222222222붙임2  한국어 교원 파견 국가(고교, 대학교) 현황

 * 파라과이(대학생)는 유학생 상위 50위 순위 안에 미포함(제외) 

 ** 세르비아(고등학교)는 교육부 한국어반 개설 고교 국가 현황 통계 미포함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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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33333333333333붙임3  연수 안내서 ( Program Announcement)

2020 Korean Government Invitation Program for Students from Partner 
Countri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vites excellent students from

partner countries for this short-term training program, manag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IIED), Ministry of Education.

This program is designed to offer the future global leaders with invaluable

experience in Korea.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is program are

cordially invited.

1. Period : July 7th(Tuesday) ~ July 17th(Friday), 2020

2. Number of students : 1~6 students/country

3. Qualifications

a. Undergraduate Students

-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 Preference is given to the students with a high level of Korean and

English proficiency.

- Preference is given to the students of Universities where Korean

language teachers are dispatched by the Korean Government.

b. High School Students

- Those enrolled at a high school that offers Korean language classes; and

- Those with a high level of Korean and English proficiency.

- Preference is given to the students of High school where Korean

language teachers are dispatched by the Korean Government.

c. Notes

- Priority is given to the students who have never been in Korea.

4. Payment of program expenses

a. NIIED : Round trip air ticket, accommodation in Korea, and traveler’s

insurance.

b. Students : Transportation fare in his/her country, visa processing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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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gram

Activities Details

Lectures Korean language, history, economics, culture, etc.

Government Office

Visits

National Assembl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Unification, etc.

University Tours
Visiting Korean universities

Meeting and networking with Korean students

Field Trip to

Historic Sites

Gyeongju, Gyeongbok Palac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tc.

Field Trip to

Korean Companies

POSCO, Hyundai Motor Company,

Samsung Electronics, etc.

Cultural Activities
Concert, Traditional Korean Clothes and Food, K-POP

Activities

Homestay 2~3 students per family

Other activities
Visits to a Broadcasting Station, a Korean Folk

Village, An Amusement Park and Local Attractions, etc.

※ Attention! The abov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6. Important Notes

a. The program will be offered in English.

b. Shared accommodation with decent facilities will be offered.

c. Meals will be mostly Korean food.

d. The program staff will be with students during the whole program.

e. It is not allowed to have a private schedule during the whole program.

f. Students are encouraged to make efforts to underst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culture and etc. by visiting our Website(www.studyinkorea.go.kr)

before their arrival in Korea.

g.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Name
※Please print and capitalize your passport name

color photo
3.5×4.5 cm

(within 6 months)

Date of Birth
(yyyy/mm/dd) Gender

□ Male

□ Female

Institution

Name of

Institution

Major
*University Students Only

Year(Grade)

Indicate

( ‘V’ check)

The student of
university where Korean
language teachers are
dispatch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student of
High school where
Korean language teachers
are dispatched by the
Korean Government

Nationality Passport
Number

Telephone
Number

*Include Country Code

Mobi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City of Departure Country of Departure

Language Skills

Korean English Other( )
□ Fluent
□ Intermediate
□ Low
□ None

□ Fluent
□ Intermediate
□ Low
□ None

□ Fluent
□ Intermediate
□ Low
□ None

Experience
in Korea

□ Have you ever visited Korea before? When( ), for how long( )

I apply to this program with my legal guardian's signature, and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form is complete and accurate.

2020. . .

Year Month Day

Applicant's Name Signature

Guardian's Name Signature

I recommend the above person to be admitted in the program.

2020. . .
Year Month Day

1. Recommender’s Name Signature

Position

2. Korean Language Teacher’s Name Signatur

※ This signature(No.2) is only applicable for the students of high schools or universities

where Korean language teachers dispatched by the Korean Government are working.

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44444444444444붙임4  지원서 서식(Application Form)

2020 Korean Government Invitation Program for Students from Partner Coun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