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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모집안내

주최 주관

KOREAN 
HOMELAND 
EDUCATION

구분

대학수학준비과정 
(진학집중, 한국어집중)

한국이해과정 방학특별과정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겨울

교육 기간 ’20. 4. 7. ~ 8. 24. 5개월 ’20. 9. 8. ~ ’21. 1. 28 5개월
’20. 4. 7. ~ 5. 28. 

2개월

’20. 7. 1. ~ 8. 24. 
2개월

’20. 9. 8.  
~ 10. 29. 2개월

’20. 12. 1.  
~ ’21. 1. 28. 2개월

’20. 8. 6. ~ 8. 24. 3주 ’21. 1. 11. ~ 1. 28. 3주

접수 기간 ’20. 1. 20. ~ 2. 26. ’20. 6. 22. ~ 7. 21. ’20. 1. 20. ~ 2. 26. ’20. 4. 20. ~ 5. 19. ’20. 6. 22. ~ 7. 21. ’20. 9. 21. ~ 10. 20. ’20. 4. 20. ~ 5. 19. ’20. 9. 21. ~ 10. 20.

교육 

경비

3,475,000원 5개월  1,390,000원 2개월 646,000원 3주

수업료 숙박비 식비 수업료 숙박비 식비 수업료 숙박비 식비

1,150,000 750,000 1,575,000 460,000 300,000 630,000 300,000 126,000 220,000

* 입학이 허가된 연수생 전원 기숙사 입사 및 단체 급식을 원칙으로 함
* 기숙사 입사 일수가 초과될 경우, 기숙사비 및 식비가 추가됨
* 입학포기 및 자퇴 등의 사전으로 수료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반환 내부 지침에 따라 반환처리함

참여 

자격

[대학수학준비과정] 거주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재외동포

- 진학집중반: 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동포 
- 한국어집중반: 한국어 고급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동포

[한국이해과정] 거주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하여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재외동포

[방학특별과정] 만 15세 이상으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재외동포

입학식 ’20. 4. 7.(화) ’20. 9. 8.(화) ’20. 4. 7.(화) ’20. 7. 1.(수) ’20. 9. 8.(화) ’20. 12. 1.(화) ’20. 8. 6.(목) ’21. 1. 11.(월)

제출 

서류

①지원서(소정양식)  ②수학계획서(소정양식)  ③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⑤재외동포 증명 서류  ⑥여권복사본 ⑦독립유공자 후손 증명, 가족증명(해당자)  ⑧장학 지원 관련 증빙(해당자)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거주국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사관 / 총영사관 ), 한국교육원
※ 일본의 경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접수 가능

 ※ 장기간 교육을 희망할 경우 2개 과정 이상 선택 가능함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주 소 ㅣ 우) 314-712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옥룡동)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전 화 ㅣ +82-41-850-6031 (일본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상담 가능)

F A X ㅣ +82-41-850-6039

E - m a i l ㅣ hansaram@kongju.ac.kr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 페 이 지 ㅣ   http://www.niied.go.kr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hansaram.or.kr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Instagram ㅣ https://www.instagram.com/khed_khed1/

Facebook ㅣ https://www.facebook.com/knuhansaram/

Youtube ㅣ https://www.youtube.com/user/KNUhansaram

국립국제교육원 장학금

국가장학금

대      상: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신청자 중 공관 추천을 받은 재외동포

선발기준:   재외공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학업의지, 발전 가능성, 가정형편,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 심의·선발

지원내용: 신청과정(1개 과정) 교육경비 및 왕복항공료 70% 내외 지원

선발인원: 연 310명 내외

모집일정 및 지원방법

특 전 상담 및 문의처

‣ 재외동포 차세대 글로벌 인재육성

‣ 재외동포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실용적이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을 선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