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Language&Trade)학부 - ‘통상사관학교’

LD(Language&Diplomacy)학부 - ‘외교사관학교’

글로벌 외교･통상 전문가
그 꿈을 향한 두 개의 코드
LD학부 & LT학부

국제통상
고위전문직
진출
국제통상 전문가 인재 양성

LT학부

언어+통상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진출

한국외대의 LT학부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미래의 통상·금융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
진이 이론과 실무, 그리고 외국어를 결합한 융합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교 경제분야의 Honour School로써 본
학부 입학생에게는 LD학부와 동일한 4년 전액장학금과 다양한 특전이 부여됩니다. 또한 토론식 원어강의와 최상
의 외국어 학습여건, 해외유명대학 교환학생 파견을 통해 재학 중 국제적 감각을 갖출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본 학부의 교육목표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외대비전 2020>의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 제 1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을 지향해 왔습니다.
세계 3위에 해당하는 32개 언어 학과와, 45개 외국어의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입니
다. 2014학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한 LD(Language&Diplomacy)학부의 대성공은 한국외대가 글로벌 융복
합 인재 육성의 선도 대학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키워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2015학년도부터 신입생
을 선발한 LT(Language&Trade)학부는 글로벌 외대를 향한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거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외교(LD)와 통상(LT) 분야는 세계 속의 한국을 이끄는 고급 인재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한국외대가 태생적 강점
인 ‘언어’와 학문 간 ‘융복합 및 특성화’를 결합함으로써 최대의 교육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
니다. 세계 수준의 언어 구사력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외교･통상 전문가의 꿈! 선도적 교육 시스템과 최고의 교수
진을 겸비한 한국외대라면 가능합니다.
한국외대 LD학부･LT학부에서 그 꿈의 실현을 경험해 보십시오.

입학안내 문의 02.2173.2500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adms.hufs.ac.kr

외교관
국제기구
통번역 필드
국립외교원 진출 인재 양성

LD학부

언어+외교

고급 외교 인재
(국립외교원)
양성

국내 최초 유일의 고급 전문 지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한 학부로서 외교관, 국제기구 진출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외대만의 ‘외교사관학교’입니다. 국내 최고의 외국어 교육, 전통적으로 외교 분야에 강세를 보였던 한국외대
의 학문적 특성이 융합된 분야입니다. 또한 국내 제 1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외교부 내의 강력한 동문 파워가 결
합된 교육 여건을 통해 최고의 교육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학부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4년 전액 장금 외에 다양한
특전이 부여되어 최상의 동기 부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LD학부

LD학부 - LT학부
장학 및 특전

PROGRAM

CURRICULUM

영국 옥스퍼드대학, 프랑스 소르본대학 등 해외 유수의
명문 대학에서 시행 중인 고급 교육 프로그램과 국립외
교원 입학 준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
여 외교관, 국제기구 진출 인재 양성을 실현하고 있습
니다. 2014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을 시작한 LD학부
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고급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성화의 성과를 검증 받았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학부
(전공) 교과과정은 외교관 양성을 제 1의 목표로 합니
다. 또한 국제기구 진출, 통번역 필드 등 타 분야 진출
희망 학생들을 위해 3학년부터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을 함께 운영합니다.

HONOUR SCHOOL:
언어(Language) 과정
University 속의 Grandes Ecoles
・해당 외국어로 진행되는 어문학 혹은 지역학 관련
LD학부는 한국외대의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교과목에 대하여 토론식 수업을 지향함
서 발전시킨 신개념 모집 단위입니다. 옥스퍼드대학 ・전공 관련 외국어 총 6과목(UN 공용어)
내의 Honour School, 소르본대학 내의 Grandes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Ecoles(CELSA)처럼 최고의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교
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교(Diplomacy) 과정
・사회과학 관련 세부전공 - 국제정치, 경제학,
국내 유일 외교관 양성 맞춤형 ‘외교사관학교’
국제법 외 PSAT 등
국제 무대에서 고급 외교관으로 활약하고 싶어하는 국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모두 원서를
내 최고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실 교재로 한 심화 학습식 수업이 원칙
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외교의 꽃을 피워갈 것입니다. 한 ・각종 고시 1차 과목에 해당하는 PSAT 시험 준비
국외대 LD학부는 많은 교사, 학부모, 수험생들의 관심
속에 국가와 대학의 새로운 인재 공급처가 될 것으로 기 비교과 과정
대를 모으는 중입니다.
・주한 외교 사절 특강 시리즈 운영
・전직 외교관 특강 시리즈 운영
‘언어+외교’, 한국외대의 감정을 특화한 융복합 교육
・연구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로 ‘외교연구센터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인정한 바 있는 국내 최고의 외국 (Center for the Study of Diplomacy)’ 설립,
어 교육, 전통적으로 외교･통상 분야에 강세를 보였던 ‘외교포럼(Diplomatic Forum)’ 운영
한국외대의 학문적 특성, 외교부 내의 강력한 동문 파 ・학생들을 위한 전용 면학실과 국제관계연구실 운영
워, 국내 제 1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총적으로 집
약한 융복합 교육을 실현합니다.

4년 전액 장학금

・본교가 정한 수능 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100

LD학부 - LT학부
신입생 선발 계획

4년 반액 장학금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등록자 전원
・정시모집 합격자 중 등록자 전원
(미등록 충원 포함)

수시모집

LT학부

모집인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생부종합
(일반)

논술

소계

LT학부

21

5

9

14

LD학부

50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각종 해외 인턴십 지원 시
혜택 부여
・이중전공 우선 배정

특별한 학사 관리

학생부종합전형

・학사, 경력, 진로 밀착 관리

논술전형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입학시험 일부 면제 + 석사 과정(전체) 학비 면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제공

・1학년 1학기 기숙사 우선 입사 및 기숙사비 면제,
전용 면학실 운영

정시모집

모집인원

18

24

전형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전형일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

없음

2017. 11. 4(토)
09:00 ~

1단계
서류평가 100%

LD학부
국어, 수학(가/나),
2017. 11. 26(일)
영어, 사회탐구
논술고사 70%
09:00 ~ 11:00
(1과목) 중 3개
+
영역 등급 합이
LT학부
학생부 교과 30%
4이내이고 한국사 2017. 11. 26(일)
영역이 4등급 이내 14:00 ~ 16:00

모집단위

입학정원

LT학부

21

LD학부

✽상기 내용은 본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학 및 특전에 대학 수혜조건은 추후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장학금 지급 기준은 2017학년도 기준임)

6

전형방법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LD학부 - LT학부 공통)
전형명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중전공

35

35

가군
-

✽구체적인 내용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나군
11
7

소계
11
7

PROGRAM

CURRICULUM

한국외대의 LT학부는 국내외 최고의 통상·금융전문가
양성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경
제를 짊어나갈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합니다. LT학부는 한국외대를 대표하는 경제분야의
Honour School로써 국내외 유명 교수진이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고급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의 Language&Trade 학부는 2개 이상의
외국어 실력을 갖춘 통상·금융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통상직 외교관, 국제기구 진
출은 물론, 다국적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개별 밀착형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진로를 설계하여 명
확한 비전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글로벌 통상･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한 ‘통상사관학교’
LT학부는 본교 통상·금융분야의 ‘Honour School’
로써 실무경험이 풍부한 미국 Ivy League와 유럽
Grandes Ecoles 출신 교수진이 이론과 실무, 통상과
금융을 융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어(Language) 과정
・모든 전공강의는 영어 원서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강의를 영어로 진행
・영어 외에 총 7개의 외국어 강의를 개설
・본교에 개설된 모든 외국어 강의 수강을 지원함으로써
업무가 가능한 수준의 제2외국어 능력을 배양

학생의 진로설계에 초점을 둔 강의
입학 후 개별상담을 통해 경력과 진로를 밀착 관리하고,
해외유명대학 교환학생 파견, 이중전공 지원 시 특혜부
여 등을 통해 학생의 진로설계와 국제적 역량을 극대화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
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한국외대의 강점을 살린 ‘언어+통상’의 융합
국내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전공강
의가 영어로 진행되며, 심도 있는 제2외국어 교육을 실
시합니다. 본 학부의 졸업생은 ‘영어+제2외국어’로 실
무를 진행할 수 있는 통상·금융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입니다.

통상(Trade) 과정
・국제통상, 국제경제, 금융･회계 등 이론 강의와
국제협상, 무역실무, 핀테크(Fin-tech) 등
실무 강의의 융합으로 구성
・대부분의 전공 강의는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토론식으로 진행되며, 소수정예를 통한 개별 또는
팀 지도를 지향
・행정고시(PSAT), 무역·금융관련 공기업(KOTRA,
무역협외, 한국수출입은행), 국제기구(JPO준비),
다국적기업, 대학원(로스쿨, 국제지역대학원) 진학을
위해 개별 상담지도
비교과 과정
・해외유수대학(미국, 유럽, 중국) 교환학생 파견
(선발 시 특혜 부여)
・국내외 기업 인턴십 지원
・LT학부 통상･금융 전문가 특강 시리즈 운영
・재학생을 위한 전용 학습실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