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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세계를 이끌
융복합 대학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1954년 한국 최초의 외국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개교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언어를 통해 세계와 만나는 소통의 기쁨을 누리며 모든 학문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호기심으로 국내 최고의 글로벌 역량을 가진 명문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바탕으로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융복합 대학으로 또 다른 100년 외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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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 Vision 2020

학문적 통섭과 융합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32개 언어학과, 45개의 전문화된

외대만의 가치 있는 역사를

글로벌 융복합 선도대학을 지향합니다. 이에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아

외국어교육을 바탕으로 인문, 상경, 사회 법, 이공학을 아우르는 세계 수준의

<외대비전 2020>을 선포하였으며, 어문학과 지역학이라는 고유 가치를 심화하고

만들어갑니다

그에 기반한 융복합 인재 양성의 사명을 다해 세계 속에 우뚝 선 한국외대의
모습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외대비전 2020 종합추진도

대한민국 제1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

생

교수
·연

분과

구

• 탄탄한 교양교육과 심화된 전공교육
• 진로개발 지원시스템 구축
• 학생복지제도 강화
• 우수학생 유치 및 차별화된
외대브랜드 가치 창출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연구역량 강화
•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유한 우수교원 확보
• 외대 고유가치에 부응하는 교수연구업적
평가 시스템 운영
• 세계 수준의 연구환경 및 지원체제 구축
• 글로벌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원 및 연구소 활성화

분과

교육
·학

미래지향적
글로벌 융복합 전문가 양성

• 재정규모의 확대 및 발전기금 확충
• 수익사업 확대 및 운영 전문성 제고
• 외대병원 배속 및 재원 확보의 안정화
•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효율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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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

분과

프

·사
재정

재원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보

분과

글로벌
융복합

·인
조직

글로벌 융복합 대학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지원
• 융복합 교육 실현을 위한 학제개편
• 최적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 지식/정보/시설 인프라 확충
• 대학 특성화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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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and Figures

PRIDE OF
HUFS

2013-2014년 국내외 대학평가

전공외국어과목 숫자

국제화부문

세계 3위

국내 1위 6년 연속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아시아 대학 국제화 종합 순위

국내 1위
아시아 9위

중앙일보 대학평가 영어강좌 비율

45

2013년 2학기 기준

Languages

51.0%

2013 조선일보 QS 아시아 대학평가

국내 500대 기업 CEO 출신대학
의대 없는 대규모 종합대학 순위
(학생 수 1만 2천명 이상)

국내 6위

국내 1위
아시아 8위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2014 조선일보 QS 아시아 대학평가

2013년 역사학 분야
교수 논문 영향력 분석

국내 1위
세계 29위

교수 논문 영향력 분석 결과

Historiography

1. 옥스퍼드대(영)
2. 케임브리지대(영)
3. 하버드대(미)
4. UC버클리(미)
5. 스탠퍼드대(미), 예일대(미)
29. 한국외대
40. 연세대
47. 서울대
2014 QS
세계 대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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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untries

29

th

50~100 th
2013

22
People

국내 1위
2013년 대학알리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2
Paper

세계 각국 정상들의 방문 및 명예박사 학위 수여

2014년 현대언어학 분야 평가

2013 동아일보

2013년 산업경영공학과 전임교원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수

2014

페루
알베르또후지모리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1993. 6. 4

러시아
고르바초프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2001. 11. 16

도미니카공화국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2006. 6. 30

불가리아
젠류젤레프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1995. 4. 4
게오르기 파르바노프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2009. 10. 27

콩고
조셉 카빌라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2005. 3. 16

폴란드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2008. 12. 06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대통령 방문
2013. 10. 23

루마니아
트라비안버세스쿠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2005. 10. 19

콜롬비아
에르네스또 삼빼르삐사노 대통령 엘살바도르공화국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1996. 10. 25
2006. 10. 25

터키
압둘라 귤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2010. 6. 15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문
2012. 3. 26
헝가리
슈미트 팔 대통령 방문
2012. 3. 29
코스타리카
라무라 친차야 미란다 대통령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2012. 8. 20
베트남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방문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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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and Figures

학술 교류협정 체결 현황

 학술 교류협력 국가

COUNTRIES

88
429
139
UNIVERSITIES

tesol

un

TESOL 석·박사 과정 개설

아시아 최초 UN평화대학 설립

한국외대는 TESOL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자 혁신적인 교과과정과

국제기구 업무 수행을 위한 UN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 캠퍼스는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연구 환경을 갖춘 TESOL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최초이며 세계에서는 세번째 협력 캠퍼스입니다. 한국외대에서 1년, 해외 캠퍼스
와 국제기구에서 1년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INSTITUTIONS

ld

lt

국내 유일 외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LD학부 신설

특성화된 언어교육과 첨단의 통상지식을 융합한 LT학부 신설

국내 최초인 동시에 유일한 고급 전문지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한

2015학년도에 신설된 LT(Language & Trade)학부는 특성화된 언어교육과 첨단

LD(Language & Diplomacy)학부는 국제무대에서 고급외교관으로 활약하고 싶

의 통상지식을 융합하여 이론적 토대 위에 실무적 지식 습득 및 현장 학습 활동

어하는 국내 최고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실시합니다.

2014. 10.

경험을 겸비한 종합 전문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00% 원어강
의와 외국대학교 교환학기 및 해외 인턴을 의무화하여 글로벌 산업 및 통상 전문
가로 지도합니다.

대학생

17,074
대학원생

4,166

22,504

외국인 학생

1,264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현직 외교부 재직 동문의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2013 외대 동문회 통계자료

199

전체 전임교원 수

652

대학발전기금 모금 목표(누계)

400
350

222
People

30.5

%

2014. 04.

억원

전체 학생 수

270
150
2015

2014

2014. 04.

2016

2017

HUFS Profile
설립연도

1954

총 동문 수

120,000

캠퍼스

3

단과대학

서울캠퍼스

Seoul
Campus

10

37

Global
Campus

7

40

개 대학

개 학과(부)

글로벌캠퍼스(용인)
송도캠퍼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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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대학

개 학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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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 Excellent HUFS

Special&

3-3-3-3전략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공동교양학부 운영

3-3-3-3 Strategy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외대는 체계적인 국제화

HUFS and KNUA to agree on a joint
liberal arts studies

프로그램인 ‘3-3-3-3전략’으로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양교

을 키우고 있습니다. 3-3-3-3은 ‘외국인 전임교원-원

의 특성화된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어문학·지역학·인

어강의-외국인학생-한 학기 이상 외국 대학에서 수학

문학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

하는 국내 학생’의 비율을 모두 30% 이상 끌어올린다

이 있습니다. 공동교양학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

는 전략이며 학생들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

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수강신청 및 교과목 운영

은 균등하고 전문화된 국제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리

등에 있어서 기존의 단순 학점교류 방식과는 차별화된

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식으로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합니다.

7+1제도

이중전공제

The 7+1 Visiting Student Program

Double Major

‘7+1제도’는 대학 4년, 총 8학기 중 최소 1학기를 외국

한국외대의 모든 학생은 이중전공 또는 전공심화(부전

대학에서 수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해외에

공)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학

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학문의

생들은 학문연구를 심화하며 다양한 전문 지식을 습득

지평을 넓히고 있으며 해외 대학에서 방문학생 자격으

하게 되며, 자신이 처음에 선택한 전공과 더불어 하나

로 학부 수업을 이수하면 정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의 전공을 더 이수함으로써 폭넓은 시야를 갖춘 인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시기는 1년에 두 번, 연간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우수 대학에 파견하고
있으며 해마다 다양한 전형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
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cellent
외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교육,
세계를 움직이는
실천적 인재를 키웁니다

8

9

Great & Supreme HUFS
외교부인턴십

교환학생프로그램

MOFA Internship Program

Student Exchange Program

한국외대가 외교부와 손잡고 2007년부터 시작한 외교

교환학생프로그램은 한국외대와 교류 협정을 맺은 해

부인턴십은 미래의 청년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

외 자매대학교의 협정 내용에 따라 본교 학생과 자매

그램입니다. 3~4학년 학생과 대학원생 가운데 전공 외

대학교 학생을 일정기간 교환하여 상대교에서 수학하

국어에 능통한 학생을 뽑아 6개월간 해외 공관에서 외

게 한 후 그 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을 학생의 소속 대

교·통역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대 12

학교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파견 대학에 따라 기

학점까지 정규 학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숙사비가 면제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되며, 국내보다 저
렴한 등록금으로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어,

KOTRA인턴십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중앙아시아어,

KOTRA Internship Program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권에서 수학할 수 있어 학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해외 무역관

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에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학부생

Great&

또는 대학원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어 실

복수학위제도

력 및 국제무역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고,

Dual Degree Program

KOTRA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 기관의

복수학위제도는 학술교류를 체결한 해외 대학에서 수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현지 무역관

학하고 양 대학 모두에서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제도

에서 국제적 안목과 전문가적 소양, 실무 경험을 쌓으

입니다. 현재 미국의 명문 델라웨어대학교와 협정을 맺

면서 학기 당 최대 12학점까지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을

어 2년씩 4년을 수학하면 양 대학 모두에서 학위를 받

수 있습니다.

을 수 있으며 미국에서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각기
다른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며, 선
발된 학생들 중 12명은 외국 대학의 등록금만 납부하고
본교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Supreme
세계를 품에 안는
글로벌의 기회,
그 깊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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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 Unique HUFS
FLEX

모의국제연합

Foreign Language EXamination

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FLEX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연구를 거쳐

1959년 처음으로 시작된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

1999년 개발을 완료,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

‘HIMUN’은 오랜 전통과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를 자랑

능력시험으로 2007년 중국어, 일본어 국가공인에 이어

하는 범 외국어 학술단체입니다. ‘하루를 위해 일년을

추가로 2009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2010

사랑하는 젊은이들’이라는 모토 아래 해마다 국제사회

년에 러시아어에 대해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증받았습니

의 주요 이슈를 의제로 선정하여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다. FLEX는 대외적으로 학습능력 성취도, 객관적인 어

창의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실제와 동일한 형식을 갖춰

학능력의 측정은 물론 나아가 외국어 우수 인재를 위한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HIMUN의 경우 어

시험으로 그 공신력과 변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느 모의유엔총회보다 공익적, 학술적 목적을 최우선으

세계민속문화축전

는 학생들은 영어 대신 자국의 언어로 주제발표를 해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

Only&

The World Folk Culture Festival

합니다. 또한 6개의 유엔공용어를 모두 통역 서비스로

세계민속문화축전은 1971년부터 시작된 한국외대를 대

제공함으로써 한국외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표하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해마다 캠퍼스를 벗어나 세
종문화회관, 일산 호수공원, 능동 어린이대공원, 성남

UN평화대학

야외공연장, 여의도 물빛무대 등지에서 일반인들을 대

University for Peace(UPeace)

상으로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

UN평화대학은 1980년 유엔평회에서 결의에 의하여 중

이고 있습니다. 순수 한국외대 재학생만으로 이루어졌

미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UN부설대학으로, 공동석사학

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각 나라의 민속공연팀들은

위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한국과 코스타리카에서 1년씩

저마다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

공부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국제지역대학원과 유엔

수록 사랑과 화합의 대표 지구촌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평화대학에서 동시에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

위해 젊음의 땀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다. 이 프로그램은 학위취득자들의 국제사회 진출을 지
원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21세기의 국

Unique

제적 핵심과제인 인권과 평화, 지속가능 개발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항국적인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격이 다른 외대만의
글로벌 문화,
더 큰 세계와 마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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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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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의

외교관 및 공직계

가장 빛나는 자부심,

세계가 인정한 최상의 외국어교육을 기반으로 어

오늘에 만족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끊임없이 새

현실을 보는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

깊은 학식과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후학 양성을

문학과 지역학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로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외대인들은 한국 경

한국외대가 배출한 수많은 인재들은 오늘도 국

주는 동문들도 많습니다. 해발 8,000m 이상의

위해 힘쓰고 있는 외대 동문들 가운데는 김주성

12만 동문 파워

한국외대는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수많은 외교관

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

회, 행정부처, 언론계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하

히말라야 고봉 16좌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

한국교원대총장(프랑스어72), 이창원 한성대학

들을 배출해왔으며 박희권 주스페인대사(스페인

습니다. 이덕선 미국ATG 회장(독일어58), 송용덕

고 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영어75), 배

길(중국어02), 국민배우 안성기(베트남어70), 대

교 교수 및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스페인어78), 오

경제 및 금융계

정치 및 언론계

문화예술 및 체육계

교육 및 학계

어76), 손성환 주시카고 총영사관(총영사)(프랑스

롯데호텔 대표이사(영어73), 윤윤수 휠라코리아

석규 YTN 대표이사사장(노어72), 최맹호 동아일

표 외화 번역가인 이미도(스칸디나비아어81) 동

성식 오성식영어연구원 대표이사(포르투갈어79)

어74), 박용규 주뉴질랜드대사(정치외교74) 등을

대표이사(정치외교66) 등이 있으며 윤용로 전 외

보 대표이사부사장(노어69)을 비롯한 강석호 국

문 외에도 소설가 김진명(법학76), 뮤지컬 ‘난타’

등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환은행장(영어74), 정문국 ING생명 대표이사(네

회위원(스페인어75), 김한표 국회의원(행정74),

를 제작한 PMC프로덕션 대표 송승환(아랍어76)

는 동문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외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외교부에 있는 소속되어 있

덜란드어78)등의 외대 동문들이 금융계에서 활약

김성기 전 국민일보 대표이사사장(인도어72) 등

동문이 외대를 빛내고 있습니다.

대 신임총장으로 선출된 김인철 총장을 비롯하여

는 동문의 수는 약 200명 이상이며 민동석 제19

하며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노어73), 윤덕

이 사회변화를 선도하며 당당히 세상을 이끌어가

수많은 동문들이 모교인 외대에 교수로 재직하며

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 국립외교원장(정치외교79), 박준용 동북아시
아국장(영어82) 등이 공직에서 활약하며 국가 발
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박희권 주스페인대사(스페인어76)

5 윤윤수 휠라코리아 대표이사(정치외교66)

8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영어75)

11 엄홍길 산악인(중국어02)

14 김주성 한국교원대총장(프랑스어72)

2 민동석 제19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노어73)

6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이사(영어73)

9 배석규 YTN 대표이사사장(노어72)

12 안성기 영화배우(베트남어70)

15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

3 손성환 주시카고 총영사관(총영사)(프랑스어74)

7 이덕선 미국ATG 회장(독일어58)

10 최맹호 동아일보 대표이사부사장(노어69)

13 이미도 번역가(스칸디나비아어81)

(스페인어78)

4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정치외교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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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SEOUL
Campus
서울캠퍼스

융복합 인재를
키우는 창의적 가치의
요람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명문대학으로서의 자신감과 품격을 갖추기 위해 캠퍼스 인프라도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첨단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캠퍼스는 순수 어문학 학술 중심의 교육으로 실질적인 국제감각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대학

사회과학대학

영어학과

정치외교학과

영미문학·문화학과

행정학과

EICC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광고·홍보전공, 방송·영상전공)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법과대학

(프랑스응용어문학전공, FATI전공, 프랑스·EU전공)

법학과

독일어과
노어과

상경대학

스페인어과

국제통상학과

이탈리아어과

경제학부(경제학전공)

포르투갈어과
네덜란드어과

경영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경영학부(경영학전공)

동양어대학

사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영어교육과

아랍어과

프랑스어교육과

태국어과

독일어교육과

베트남어과

한국어교육과

인도어과

중국어교육과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이란어과

국제학부(국제학전공)

몽골어과
Language&Diplomacy학부
중국어대학

(Language&Diplomacy전공)

중국언어문화학부(중국언어문화전공)
중국외교통상학부(중국외교통상전공)

Language&Trade학부
(Language&Trade전공)

일본어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일본언어문화전공)
융합일본지역학부(융합일본지역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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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GLOBAL
Campus
글로벌캠퍼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재를 키웁니다
한국외대의 글로벌 캠퍼스는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21세기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지역학 중심의 실용학문 계열로
미래학문을 재창조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캠퍼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문대학

국제지역대학

인문과학계열

프랑스학과

(철학과,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브라질학과

지식콘텐츠학부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지식콘텐츠전공)

인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통번역대학

아프리카학부

영어통번역학부

(동아프리카어전공, 서아프리카어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남아프리카어전공)

영미문학번역전공, TESOL영어학전공)

러시아학과

독일어통번역학과

국제스포츠레저학부(국제스포츠레저전공)

스페인어통번역학과

한국학과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경상대학

일본어통번역학과

Global Business&Technology학부

태국어통번역학과

(Global Business&Technology전공)

아랍어통번역학과

국제금융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자연과학대학
동유럽학대학

수학과

폴란드어과

통계학과

루마니아어과

전자물리학과

체코·슬로바키아어과

환경학과

헝가리어과

생명공학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화학과

우크라이나어과
바이오메디컬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공과대학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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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 & Auxiliary Organizations

Graduate Schools

대학원

Auxiliary Educational
Organizations

부속교육기관

“This school has produced leaders

Research Institutes

연구소

- public servants, diplomats, business people who've helped propel the modern miracle

일반대학원

사업본부

외국어문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센터

통번역대학원

외국어연수평가원

외국어교육연구소

일본연구소

국제지역대학원

통번역센터

외국문학연구소

중국연구소

교육대학원

한국어문화교육원

언어연구소

동남아연구소

정치행정언론대학원

i-외대

통번역연구소

중동연구소

경영대학원

국제사회교육원

TESOL대학원

출판부

전문분야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FLEX 센터

경제경영연구소

EU연구소

that is Korea.”
- 2012. 3. 26.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설 중 -

영미연구소

TESOL 전문교육원

철학문화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서울평생교육원

역사문화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영재교육원

언론정보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인도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중앙아시아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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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한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대학이며 세계적인 외국어대학입니다.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 031.330.4114
서울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