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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2019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

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전 세계 한국어교육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대회개요

◦ 대회명 : 2019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 대회기간 : 2019. 7. 8.(월) ~ 7. 13.(토) 예정

※ 관계 부처와 일부 프로그램 공동운영 여부 협의 중이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대회장소 : 서울(예정)

◦ 초청대상 : 재외한국어교육자 130명 내외

◦ 지원내용 : 초청자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한국어교수자 : 왕복항공료 67% + 체재비 100%

- 교육행정가 : 왕복항공료 100% + 체재비 100%

※ 왕복항공료 기준액은 [참고1]을 참고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조정 가능

◦ 대륙별 배정

-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 우선 고려

※ 대륙별 배정인원은 초청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대륙 교수자 교육행정가 계 비고

동북아 22 4 26 중국, 일본, 대만

신남방 16 10 26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유럽, 중동 5 2 7
북미 10 2 12

중남미 5 2 7
아프리카 2 1 3
대양주 10 5 15

신북방 15 11 26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몽골, 중국(동북3성)

기타 5 3 8
합 계 90 4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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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구성

◦ 전체 프로그램

※ 대상별 프로그램의 일정과 내용은 변경 가능하며 초청자 선정 후 구체화 예정

◦ (공통프로그램) 개회식, 포럼 및 세미나, 한국 문화체험, 표창, 폐회식

◦ (대상별 프로그램)

- (학술대회) 대학교원 중심의 품격 있는 국제학술대회

- (전문연수) 학교교사 중심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전문연수

구분
교수자 교육행정가

대학 초중등 정부, 교육청, 학교
1일차 공통 개별도착

2일차 공통 개회식, 주제강연, 포럼 및 세미나

3일차 개별
[ TRACK Ⅰ ]
국제학술대회

[ TRACK Ⅱ ]
전문연수

[ TRACK Ⅲ ]
정책연수4일차 개별

5일차
개별
공통 폐회식, 환송만찬, 문화체험

6일차 공통 대회종료, 만족도조사

(참여대상) 국내 외 대학 교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

(대회내용)

․ (학술발표) 해외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세미나) 해외대학의 한국문화교육

․ (토론회) 현지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활용 등

※ 논문모집, 논문집발간, 논문출판연계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참여대상) 초중등학교 교사와 한국교육원 강사 중심

(대상구분) 교수자(teacher)를 대학교수 강사(college teacher), 초중등교사

(school teacher), 한국교육원강사(institute teacher)로 구분

(분반편성) 한국어학습 대상자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문연수 프로그램 구성

(연수내용)

․(사례발표) 교육부 한국어 보급 표창 수상자의 사례 공유 

․(교수법)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수법 표창 수상자의 사례 공유

․(과제발표) 현지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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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수) 교육행정가 중심의 한국어교육 정책연수

 초청대상 및 참가신청

◦ 초청대상 및 추천기준

(참여대상) 한국어 채택 또는 확산 관련 교육행정가

(주제강연) 한국의 외국어교육정책과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수내용)

․(한국어보급) 교육부 한국어 보급 관련 교육정책 소개 논의

․(교육정책) 한국의 제1외국어 및 제2외국어 교육정책 소개 논의

․(성공사례) 외국어로서 한국어 채택 애로사항 및 성공사례 공유

․(교육현장) 초중등학교 및 교육부 등 방문을 통해 한국교육의 이해 

․(한국이해) 한국의 역사·문화 현장체험을 통해 긍정적 한국관 형성

그룹
한국어교육자(korean language educator)

교수자(teacher) 교육행정가(education administrator)

정의

• 대학교수‧강사(college teacher), 초중등교사

(school teacher), 한국교육원강사(institute 

teacher) 모두를 포함하는 한국어 수업자

• 학교, 대학,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의 한국어 관련 

업무담당자

초청
대상

• 한국어과목 개설 대학 교수‧강사

• 외국 초‧중‧고등학교 한국어교사

• 재외한국교육원 강사

• 일본민족학급 교사 및 중국조선족학교 교사

•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 또는 채택

예정에 있는 국가의 교육행정가

• 재외공관 등 한국어보급 관련 업무 

담당자

공관
추천
기준

• 본 대회 신규 참가자 우선 추천

• 근무태도/열정이 타의 모범이 되며, 연수 후 현

지교사 대상 전달교육 가능한 사람

• 한국어 교육 관련 경력이 우수한 사람 

• 해외학교 한국어채택에 영향력 있는 

교육행정가 우선 추천

• 3년(’16년~’18년) 내 교육부 한국어채택사업으로 방한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3년(’16년~’18년) 내 타 부처 유사사업으로 방한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중복지원 확인)

※ 기 지원 수혜자의 경우, 초청자 선정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여 심사 예정

※ 참가 제외 대상
- 주말한글학교 교사(국무조정회의. 2009.9월) 및 사설 어학원 등 학원 강사
- 재외한국학교 현지채용교사 및 파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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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 참가희망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참가 신청

- 재외공관은 [공관추천기준]에 따라 추천자 명단 및 지원자 제출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에 공문 붙임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재직증명서

◦ 제출기한 : 2019. 5. 22.(수)

◦ 참가자 선정결과 : 재외공관 공문발송 및 개인 이메일 통보 

◦ 문의 :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팀 교육연구사 정동욱

(+82)-2-3668-1343 / dongukche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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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국가별 왕복 항공료

  국가별 왕복 항공료 기준 금액

*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사이트 참고(2018. 12월 기준)

연번 구분 국가 도시 단가(원) 비고

1

아시아

일본
도쿄 252,000

2 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225,000

3 중국 북경/심양/장춘/대련 300,000

4 대만 타이페이 290,000

5 태국 방콕 530,000

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500,000

7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581,000

8 미얀마 양곤 662,000

9

러시아

CIS

러시아

모스크바 1,250,000

10 블라디보스톡 400,000

11 유즈노스크사할린 350,000

1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103,000

13 카자흐스탄 알마티 1,103,000

14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1,320,000

15 우크라이나 키예프 794,000

16 벨라루스 민스크 1,133,000

17

미주

미국

뉴욕/워싱턴/
애틀란타/시카고 1,690,000

18 호놀룰루 1,410,000

19 괌 558,000

20
캐나다

밴쿠버 1,635,000

21 토론토 2,165,000

22

중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986,000

23 브라질 상파울루 2,986,000

24 파라과이 아순시온 2,986,000

25 콜롬비아 보고타 2,9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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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료가 제시되지 않은 국가 및 도시는 인접 지역을 기준으로 지급

연번 구분 국가 도시 단가(원) 비고

26 에콰도르 키토 2,986,000

27 멕시코 멕시코시티 2,986,000

28 볼리비아 라파스 2,986,000

29 칠레 산티아고 2,986,000

30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2,986,000

31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2,986,000

32 도미니카 산토도밍고 2,986,000

33
유럽

독일 프랑크푸르트 1,931,000

34 벨기에 브뤼셀 1,122,000

35

대양주

뉴질랜드 오클랜드 1,523,000

36 호주 시드니 1,493,000

37 피지 수바 1,176,000

38

기타

이란 테헤란 1,124,000

39 터키 이스탄불 1,177,000

40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2,250,000

41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1,182,000

42 아제르바이잔 바쿠 1,840,000

43 이스라엘 텔아비브 1,646,000

44 쿠웨이트 쿠웨이트 1,672,000

45 짐바브웨 짐바브웨 1,941,000

46 모로코 마라케시 2,072,000

47 앙골라 루안다 1,89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