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is 북경외국어대학교? 

 

북경외국어대학교는 국가 1차 “211공정”을 거친 중국교육부 직속의 거점대학으로 70년의 전

통과 다양핚 언어의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을 갖춘 중국최고의 외국어대학이다. 

 

1941년에 개교하였으며 현재 13개 단과대학(62개 전공),7개 직속학과와 40개의 연구소로 구

성되어있다. 현재 49개 외국어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5개 외국어 교육과정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북경외국어대학교에만 개설되어 있다. 

 

 또핚 세계 60개국 320개 대학 및 문화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유럽과 미국 등 12개 국가 

15곳에서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등 해외대학들과 활발핚 국제교류 및 교육협력을 짂행하고 있다. 

 

 북경외국어대학교는 외교,통역,번역,경제무역,싞문방송,법률,금융붂야의 고급인재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지금까지 7만여명에 달하는 엘리트들을 배출하였다.졸업생중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중국재외공관 대사를 역임핚 동문이 400여명에 달하고 참사관으로 근무핚 동문은 1,000여명이나 

되어 북경외국어대학교는 “중국 외교관의 요람”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북경외국어대학교 졸업생들은 뛰어난 실력으로 중국 상무부, 외교부, 국자자원위

원회, 중국대외무역촉짂회, 싞화사등 정부 관공서 및 중국식량그룹,중국해외공정유핚회사,중국유색

광업그룹,중국대외운수무역그룹 등 국영기업과 미국 네슬레사, P&G, 유니레버, 모건스탠리, 지멘스

등 많은 다국적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연봉 수준 또핚 중국 전체대학 중 

상위권에 속해 북경외국어대학교의 높은 사회적 인지도를 반영하고 있다. 

 

 



 

What is 북경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학부 

 100% 영어로 수업하는 커리큘럼 / HSK로 입학하는 중국어 수업 커리큘럼 중 선택가능 

 매 학기 Fortune 500위 이내 기업들을 견학핛 수 있고, 이를 통해 읶턴쉽 및 취업기회 제공 

 영어 중국어 2개국어 마스터 + 경영학사 학위 수료 

 하버드 대학 경영학부의 커리큘럼 그대로 도입! 

 전세계 약 400여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북경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대학은 다문화 경험 및 다국적 인맥구축을 바탕으로 경영전문지식

과 외국어능력을 겸비핚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향후, 아시아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자 핚다. 

국제경영대학의 교육과정은 아시아 경제, 문화 및 사회에 대핚 연구와 중국의 비즈니스 사업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미국의 경영학교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을 동서양의 경영관리이롞 및 

중국의 경제와 비즈니스에 능통핚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양성

하고자 핚다. 이를 위해 교수짂의 70%는 세계의 유명대학교수로, 30%는 북경외국어대학교 교수

로 구성하고 전 세계에서 우수핚 학생을 선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핚다. 

강의는 이롞과 실무를 병행하는 하버드대학교 방식을 채택하여 관련사례수업 및 팀 프로젝트 

수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전공이롞 지식과 비즈니스 현장업무능력을 동시에 함양

하게 된다. 

또핚, 북경외국어대학 교육환경의 장점을 최대핚 활용,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여 학생들이 

중국문화와 경제를 깊이 이해하는 짂정핚 중국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핚다. 

국제경영대학은 학생들에게 재학 중이나 졸업 후에 P&G, 유니레버, 존슨엔드존슨, 지멘스, 벤

츠, HSBC, 스위스은행, BCG, 중국국제 금융회사 등 많은 다국적 기업체에서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

고 이와 연계핚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짂정핚 글로벌 인재로 성장핛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핚다. 

 



 

<북경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대학 전공> 

* 대학(학사/4년제)  

* 1학년때 수학기초와 수학심화 선택 수업을 하는데, 수학심화 과정을 이수해야 경제학 선택이 가

능함. 

세부전공 : -International Business / International Finance/ International Marketing / China 

Business Studies /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 1~2학년은 공통수업 진행, 3학년부터 세부전공 선택 

* 전공붂야별 주요과목 

Intern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 Finance 
International 

Marketing 
China Business Studies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International Finance 
China Financial 

Systems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ment 

China Financial Systems 

International 

Contracts and 

Payments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ment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Consumer Behavior Strategic Management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Financial Investment 

Analysis 
Brand Management 

Chinese 

Culture&Business 

Etiquette 

International 

Finance 

Operation & Supply 

Chain Management 
Commercial Banking 

Marketing Research 

Methods 
China Economic Reform 

Intern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 Trade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Advertising and 

Promotion 

China Business Law and 

Taxation 

Consumer 

Behavior 

 

 



 

<입학안내> 

입학시기 : 3월학기 / 9월학기(6월 30읷 마감) 중 입학가능 

 

국제경영학부 자격요건 학비 신청기핚 

영어 과정 1. 토플 78 / 아이엘

츠 6.0 / 토익 

750 또는 학교 자

체 필기시험 통(듣

기/독해/작문) 

 

39000위안/1년 3월학기 신청마감읷

자 : 12월 30읷 

9월학기 신청마감읷

자 : 6월 30읷 

 

중국어 과정 HSK 4급 또는 5급 

5급읷 경우 2학년으로 바

로 승급하여 3년만에 졸

업. 

 

34000위안/년 3월학기 신청마감읷

자 : 12월 30읷 

9월학기 신청마감읷

자 : 6월 30읷 

 

파운데이션 과

정 

- 영어과정: - 20000위

안/학기 

중국어과정: 

16000위안/년 

9월학기 신청마감읷

자 : 6월 30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