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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Organizations

학생 자치기구

Student-oriented groups where everything is planned
and carried out by students autonomously. Student
organizations work at their fullest to give each and
every students at KIC opportunities to benefit from
and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volunteer works, Model United Nations related events, job
searching and publishing unique English magazines.

자치기구란, 학생들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Student Clubs

동아리

From Sports climbing to reading classics and debating, students at KIC have wide varieties of student
clubs to join in. Members of each groups strive to
show their unique colors by being active in traditional group activities including membership
trainings, stage performing and weekly debates.

스포츠 클라이밍부터 고전읽기와 토론까지, 국제대학

학생자주적 단체입니다. 자치기구에서는 사회 공헌 및
봉사활동, 모의유엔 관련 활동, 직업탐색과 개성있는
영문 잡지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기구에
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제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
고 구성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의 구성
원들은 MT나 공연 그리고 주간 토론과 같이 전통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들만의 색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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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Model UN Secretariat
KIC the Globe
Volunteer KIC
CDG-JIVs

국제대학 학생회

Student Clubs

동아리

A. Sport

A. 스포츠

Drinkers
FCIR
Higher Than Now
Rebound
Renaissance

드링커스: 야구 동아리

B. Music & Performance

B. 음악 및 공연

ROAD
Wildflower
Yeoldoo Madang

로드: 밴드 동아리

C. Debating

C. 토론

Global Affairs Through English
Hyeam
Kyung Hee Debate Society
Knowledge Tree
People World

GATE: 영어토론 학술 동아리

KICMUN: 모의유엔 사무국
KIC the Globe: 학술자치기구
VolKIC: 봉사단
CDG-JIYs: 취업/인턴 등 진로개발 자치기구

FCIR: 축구 동아리
HTN: 스포츠 클라이밍 동아리
리바운드: 농구 동아리
르네상스: 럭비 동아리

들꽃: 노래패 동아리
열두마당: 풍물 동아리

혜암: 사회철학 동아리
KDS: 영어토론 및 토론대회 동아리
알음나무: 문학철학 동아리
사람세상: 사회토론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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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Student Council

국제대학 학생회

Kyung Hee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 council
(KIC Student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help KICians to have wonderful university
life through studying, relations and club activities.
We also make new programs for KICians to experience better university life. KIC Student Council
builds connections between students, administration officers, school and professors to make a
bright future of Kyung Hee International College.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학생회는 국제대학 학우들
의 학업, 학과 생활,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대학생
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제대학 학우들의 더욱 알
찬 대학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
다. 궁극적으로 학생, 교직원, 학교를 잇는 징검다리
로서 함께 나아가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Activities
Jan
Feb
Mar
Apr
May
Jun
Sep
Oct

Nov
Dec

Freshmen pre-gathering
Freshmen orientation
Semester opening
Major leather jacket
Mid-term snacks
Leadership Training
Festival		
Final snacks
Semester opening
DIS United MT
Leadership Training
Kyung Hee Sports tournament
Mid-term snacks		
Student council election
KICian’s Night
Final snacks

1월

신입생 정모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월

개강총회
야구점퍼

4월

중간고사 간식

5월

1학기 LT
축제		

6월

기말고사 간식

9월

개강총회
연합 MT

10월

2학기 LT
경희체전
중간고사 간식

11월

학생회장 선거

12월

국제인의 밤
기말고사 간식

Contact
Facebook facebook.com/kicstudents
Email
kicstuden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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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Model UN Secretariat

KICMUN: 모의유엔 사무국

Kyung Hee Model United Nations Secretariat
(KIC Model UN Secretariat, KICMUN Secretariat) is a student autonomous organization under Kyung Hee International College, organizing
and hosting Korea’s most prominent Model United
Nations. Under its establishment in 2008, KIC
Model UN Secretariat had organized more than
24 conferences, programs, camps and always preparing prestigious and prominent conferences.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모의 유엔 사무국은 국내의 저
명한 학술 대회들을 기획 및 주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설립이후, 총 24회(2014년 12월기준)의 모
의 유엔 대회, 프로그램, 캠프 등을 주관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술대회 <경희 국제 모의 유엔>,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KICMUN 위크샾>, 유엔 산
하기구 유엔협회세계연맹과 함께 주최하는 <WFUNA
Youth Camp 서울>, G20의 형식을 가지는 <G20
KH Summit>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25개

Representatively, there are Kyung Hee International College’s traditional scholarly event, Kyung
Hee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KICMUN WORKSHOP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FUNA Youth Camp Korea hosted
with UN organization, World Federation United
Nations Associations, G20 KH Summit to celebrate G20 Summit, and last but not least Global
Classrooms: Seoul which is also held in other 24
world’s major cities with the partnership between
United Nations Associations of United States of
America(UNA-USA) and Kyung Hee University.

도시에서 열리는 글로벌 클래스룸의 국내 행사인
<글로벌 클래스룸 서울>은 미국유엔협회와 경희대
학교가 파트너십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Activities
May
Jul-Aug
Jul-Aug
Nov
Jan

Kyung Hee Int’l Model United Nations
KICMUN WORKSHOP
WFUNA Youth Camp Korea
G20 KH Summit
Global Classrooms: Seoul

Contact
Home
Facebook
Blog
Email

kicmun.org
facebook.com/kicmunsecretariat
blog.naver.com/kicmun
contact@kicmu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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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희 국제 모의 유엔

7-8월

KICMUN 워크샵

7-8월

WFUNA 유스 캠프 코리아

11월

G20 KH 써밋

1월

글로벌 클래스룸 서울

KIC the Globe

KIC the Globe: 학술자치기구

KIC the Globe is an academic independent student
organization founded in 2008. We publish journals,
the KIC newsletter, hold writing sessions, and host
KIC Academia. Twice a year, at the beginning of
June and December, our academic journal ‘KIC the
Globe’ is published. Also, three times in a semester,
the KIC news- letter is published to vitalize communication among professors, alumna and undergraduates. For these activities, a writing session is
held every week to enhance member’s writing skills.
Every semester, KIC Academia is hosted to lead an
academic atmosphere in KIC. Seminars on how to
write an academic paper are held by professors, and
students are able to write and present their academic
papers during the contest. Through our activities,
we look forward to inspire students academically.

KIC the Globe는 2008년 설립된 학술 자치기구입
니다. 영문 학술잡지 발간, 글쓰기 강좌, 국제대학 뉴
스레터 발간, KIC Academia 논문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술잡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발간됩니
다. 또한 매학기 3회에 걸쳐서 뉴스레터를 제작합니
다. 뉴스레터는 재학생, 동문, 교직원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글쓰기 능력이 중요합니다.
KIC the Globe 구성원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좌를 진
행하여 기사작성 등의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KIC
Academia 논문대회는 국제대학 내의 학술적인 분위
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논문작성법 강연을 주관하고,
논문 작성 및 발표대회를 통하여 국제대학 학생들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Activities
Jun
Nov
Dec

Journal ‘KIC the Globe’ Vol. 11
4th KIC Academia
Journal ‘KIC the Globe’ Vol. 12

Mar-May /
Sep-Nov
Monthly
Weekly

6월

학술잡지 KIC the Globe 11호

11월

KIC Academia 논문 대회

12월

학술잡지 KIC the Globe 12호

3-5월 /
9-11월

KIC Newsletter ‘Voice of KIC’
Writing Sessions

Contact
Facebook facebook.com/kic.theglobe
Email
kictheglobema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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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KIC 뉴스레터 발행

주 단위

기사 작성 세션

Volunteer KIC

VolKIC: 봉사단

Volunteer KIC is a student-oriented volunteer group
where the members plan and carry out volunteer
activities autonomously under the purpose of returning virtu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in 2011 at Kyung Hee International College, Volunteer KIC has been active
in various volunteer activities such as providing an
individual mentoring program called the World Citizen Education and painting dreary walls standing in
nearby areas with various themes, ranging from environmental to social issues.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University of Laos, Volunteer KIC has also
been participating in global volunteering in Laos.

Volunteer KIC는 국내외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환원
을 목표로 하는 자치기구입니다. 동아리 구성원들이
봉사활동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설립이후 세계 시민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환
경 및 사회적 이슈를 담은 벽화그리기 활동 등을 하
였습니다. Volunteer KIC의 가장 주요한 행사로는
라오스 국립대와 함께 라오스 해외 봉사활동이 있습
니다.

Activities (Weekly)
Monday : Various art, music and physical activities
for elders suffering from Alzheimer’s or stroke at
Yeongtong social welfare center

월요일 :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알츠하이머 혹은

Friday : Mentoring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Math and English tutoring at a Local
Community Child Center / Physical activities with
mentally or physically disabled teenage students at
Yeongtong Bowling center / English tutoring for the
children of lower-income bracket families at Yongin
Dreamstart center

금요일 : 다문화 가정 아동 멘토링 / 지역아동센터에

Saturday : World Citizen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to cultivate 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Free meal services for elders at Hyowon park /
Wall painting activities to liven up the atmosphere in
Kyung Hee University’s neighbors

토요일 :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뇌졸중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 음악, 신체 활동

서 수학 및 영어 학습 지도 / 영통 볼링 센터에서 지
체장애 청소년들과 신체 활동 진행 / 용인 드림스타
트 센터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영어 학습 지도

교육 진행 / 효원공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 경희대학교 주변 지역 벽화 그리기 작업

Contact
Facebook facebook.com/Volunteer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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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G-JIVs

CDG-JIVs: 취업/인턴/창업 등
진로개발 자치기구

Career Development Group-Jobs/Interns/Ventures
(CDG-JIVs)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useful
opportunities that help KIC students to prepare for
future employment. In the long run, we help students
by enhancing their basic capacity to go out into a bigger society in the future. In the short run, on the other
hand, we provide various autonomous study groups
and study materials, as well as promote a variety of
lectures and seminar sessions run by KIC alumni.
CDG-JIVs aims to build up a strong network that connects the whole alumni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
students of KIC.

Career Development Group-Jobs/Interns/Ventures (CDG-JIVs)란 교육을 열망하는 대상자들에게
대학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제공하
고 보조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취업,
대학원 및 사회 진출에 필요한 근본적인 역량을 계발
시킴으로써 개인 및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
니다. 단기적으로는 재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과
학습보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학과 학생들의 전공
에 맞는 진로설정을 도우며 국제대학 네트워크 형성
과 역량 개발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여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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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ent Clubs: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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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ers

드링커스: 야구 동아리

Drinkers is the KIC’s baseball club. Established in
2008, we have been enthusiastically active in many
matches and other activities. We have practice sessions on weekdays and baseball league called ‘Global
League’ on weekends, which is comprised of teams
from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ampus. Furthermore, we annually host gratitude matches where
alumni, professors, and students get to know each
other, independent matches during the end of the
semester, and occasionally external matches with
society members’ baseball teams. We also often
hold small gatherings to develop intimacy between
our members (Membership training, mentoring
system). Our door is always open to people who
enjoy baseball and who seek to make satisfying relationships. Knock on it whenever you want to.

드링커스는 국제대학의 야구동아리입니다. 2008년에
설립 이후 많은 경기와 다양한 활동에 열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활동으로는 주중에는 훈련과
주말에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야구 리그 참여를 병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 및 교수님들이 참
여하는 정기 야구 경기를 주최합니다. 또한 실력향상을
위해 동아리 자체 경기를 개최하고 비정기적으로 외부
사회인 야구경기 등도 참가합니다.
야구경기 이외에도 동호회 훈련과 멘토링 등의 친목활
동도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드링커스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Activities
Global League
Regularly on weekends

글로벌 리그

Annual Gratitude Match
During the beginning of the first semester

보은전

Independent Matches
During the closing periods of the semesters

자체전

External Matches
Occasionally

외부 경기

주말에 정기적으로 진행

1학기 초에 진행

학기 말에 진행

비정기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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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IR

FCIR: 축구 동아리

FCIR is a football club within the Kyung Hee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soccer engage in weekly football gatherings as well
as friendly matches against other faculty football
teams. We also play against other international colleges from other universities. We welcome anyone
who is interested in football and would like to enjoy
our activities in a comfortable atmosphere.

FCIR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의 축구 동아리입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학우들이 모여 매주 운동을 합니다.
국제캠퍼스 내의 다른 과들과 친선경기, 타 대학 국제
학부들과의 시합 등을 하며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
습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학우를 환영합니다. 언제나
편한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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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Than Now

HTN: 스포츠 클라이밍 동아리

We, HTN, are a sports climbing club that freely climbs
artificial rock-walls and natural rock-walls that vary
in levels of difficulty. Sports climbing not only helps
exercise the whole body but also provides a thrilling
feeling that when you climb, you don’t think about
anything but the activity itself. As you first start
doing it, you would be mesmerized by its charm.

HTN은 인공 암벽과 자연 암벽을 난이도별로 혹은 자
유롭게 등반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동아리입니다. 동
아리의 주요 활동인 스포츠 클라이밍은 전신운동 효
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는 다른 생각이 전
혀 나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을 주어 한번 시작하면
그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HTN은 그 무엇보다 안전과 재미를 우선으로 합니다.

HTN first places its priority on safeness and excitement. We believe that if you are a student who is interested in sports climbing or sports itself, you would
be able to share amusement through this club. Our
activities are usually executed in indoor and outdoor
artificial rock climbing wall courses and natural
rock climbing wall courses like a nearby mountain.

클라이밍 혹은 스포츠 자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동아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동아리 활동은 주로 실내 외 인공 암벽장과 자연
암벽장에서 진행됩니다.

Activities
Sports climbing
Walking and tracking
Camping
Participation in sports climbing contests

스포츠 클라이밍
워킹과 트래킹
캠핑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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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und

리바운드: 농구 동아리

Kyung Hee International College basketball club,
REBOUND, is a traditional club first founded in
1988. We’ve held an event called ‘OB event’ to bring
the OBs and the YBs closer together. We maintain
our strength and practice basketball skills twice
a week. Based on this efforts, we have excelled in
various games and competitions with other clubs.

리바운드는 1988년에 창립한 역사가 있는 농구 동아
리입니다. 매년 OB전이라는 행사를 개최해 선후배간
의 친목을 다집니다. 매주 2회 정기 훈련을 하여 체력
관리와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
로 타 동아리와의 시합은 물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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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issance

르네상스: 럭비 동아리

Renaissance, One and Only.

르네상스, 유일무이.

Renaissance is the one and only rugby club in Kyung
Hee University. Ruby is the sports of power and
manner. With individual exercise and weekly practice, you can learn how to play rugby and be one
of the proud Kyung Hee university rugby players.
Do you think rugby is too much of a brutal sport
to play? Don’t worry. Unlike other sports, Rugby
has diverse positions that can fit your preference!
Professional coaches who were once members of
the Korea national team will guide you to enjoy
real rugby safely. Come and watch our game. Your
university rugby life starts from here.

르네상스는 경희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럭비 클럽
입니다. 매년 열리는 6개 대학리그(경희대,서울대,연세
대,고려대,육사,인천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각종 대회에도 참가하여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 시 국가대표 출신의 코치들의 지도를 받으며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태클하는 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어서 럭비를 처음 배우는 학우들에게 최고의
동아리라고 자신합니다.

Activities
Internal & External Matches
Occasionally

내부/외부 팀과의 경기

Participation in Tournaments
Gangnam Area Rugby Championship
CheonAn Rugby Sevens
University Rugby Club Championship

대회 참가

비정기적

강남 지역 럭비 챔피언십
천안 럭비 세븐즈
대학 럭비 클럽 챔피언십

Contact
Facebook facebook.com/kyungheerug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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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ent Clubs: Music &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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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로드: 밴드 동아리

ROAD is the one and only band club in the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Under the motto,
‘Realization of a dream’, all members enthusiastically participate in activities. Every year, by taking a
significant part in Festival of Kyung Hee University,
opening our own periodic stage and holding festivals, we strive to devote ourselves to music and to
the growing camaraderie among the members. Also,
since music has a significant humane value, we try to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s by preparing events
such as charity performance and busking (street
performing). Like John Wilson said, “Music is the
universal language,” music is an essential factor for
many people who try to thrive in this globalized
world. In this aspect, we can firmly say that ROAD
aims and grows for that very factor.

국제대학 유일의 밴드 동아리인 로드는 <꿈의 실현>
이라는 모토 아래 구성원 모두가 열정적인 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매년 대동제 공연의 한 축을 담당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공연과 창립제를 통해 음악적 정진
을 위해 노력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합니
다. 뿐만 아니라, 음악은 인간미의 관점에서 의미가 크
기에, 자선공연과 버스킹 등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
비하여 공공의 이익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음
악은 만국공통어>라는 존 윌슨의 말이 있듯이, 음악
은 국제화 시대의 주역이 될 많은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희 로드는 이러한 바를
지향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Activities
Festival of KyungHee University concert
Rock Festival
ROAD official concert
ROAD summer vacation concert
ROAD anniversary of founding concert
KICian’s Night endorsement concert
Freshmen Orientation concert

대동제 콘서트
록 페스티벌 콘서트
공식 콘서트
여름방학 콘서트
개교기념 콘서트
국제인의 밤 콘서트
신입생 환영회 콘서트

Contact
Cyworld

club.cyworld.com/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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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Flower

들꽃: 노래패 동아리

Established in 1989, Wildflower is a protest-song
club in Kyung Hee International College. Protest
songs can be defined as the songs of ordinary citizens and their lives, grief, dreams, hope, and friends.
Members of Wildflower not only learn and perform
such songs, but also study and discuss the songs
and the society as a whole. Moreover, participating
in events such as 4.19 and 5.18 allows members of
Wildflower to directly view historical scenes, and
Wildflower’s athletic competitions and alumni association further strengthen the ties between seniors
and juniors. Through such activities, members of
Wildflower can learn many things under a family-like
atmosphere.

들꽃은 삶과 희망을 노래하는 국제대 민중가요 노래패
로 1989년도에 창립했습니다. 민중가요란 국가나 사
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을 칭하는 민중들의 삶의 애
환이나 꿈, 희망 그리고 친구에 대한 노래입니다. 들
꽃은 이러한 노래를 같이 배우고 공연하며 민중가요
및 사회 전반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
고 4.19 마구달리기, 5.18 광주답사 등의 활동으로 역
사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들꽃 체육대
회, 전진대회 등의 활동을 통해 동아리 내 선후배간의
결속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들꽃
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입니다.

Activities
Mar
Apr
May
May-Jun
Sep
Nov-Dec

Spring MT
4.19 Run
5.18 Gwangju field investigation
Athletic competition
Fall MT
Subscription Concert

Contact
Daum
cafe.daum.net/wildflower
Naver
www.band.us/#/band/hf9hbiya
Facebook facebook.com/groups/30447941960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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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봄 MT

4월

4.19 달리기

5월

5.18 광주 답사

5-6월

들꽃 체육대회

9월

가을 MT

11-12월

콘서트

Yeoldoo Madang

열두마당: 풍물 동아리

Yeoldoo Madang is the KIC students’ place to learn
and practic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Poongm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club will be able
to learn at least 2 instruments, starting off with Jangoo. As a club that actually performs, there might be
intensive practice sessions to meet the certain level
of criteria. Nevertheless, members will go through
various activities together, which allows to build a
friendly atmosphere among them.

열두마당은 국제대학의 풍물 동아리입니다. 동아
리 구성원은 풍물을 연습하고 선보입니다. 장구를
기본으로 다루며, 이후 2개정도의 악기를 다룹니
다. 공연 동아리로서 일정 기준을 맞추기 위한 연
습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높은 연습량만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감과
분위기가 무척 좋습니다.

Activities
Jun-Jul
Aug
Oct
Nov

Summer Rural Activity
Summer Practice Session
Yeoldoo Madang Association
School Festival Performance
Chambaragi (Yearly Performance)

6-7월

농활

8월

여름 연습 세션

10월

열두 마당
학교 축제 공연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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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공연

C. Student Clubs: Deb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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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ffairs Through English

GATE: 영어토론 학술 동아리

GATE (Global Affairs Through English) is a club
that implements English debates about global issues. We share ideas regarding the global agendas
through ‘Debate in Learning Session’ every week.
Through this process, our club members naturally
not only enhance their English skills but also their
logical idea-making process that is a prerequisite for
debate. Even though our club has a fixed form, we
proceed the debate in a relatively free atmosphere
so that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debate or
lack in English skills can participate in debate easily.

GATE (Global Affairs Through English)는 국제적
안건을 주제로 영어토론을 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GATE에서는 매주 Debate in Learning Session을
진행하여 국제적으로 주요한 안건을 발굴하고 이에 대
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
어 실력, 토론에 필요한 논리적인 주장 제기 능력 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동아리의 기본적 틀을 바탕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토론에 익숙하지 않거나 영어에 대한 자신감
이 부족한 학생들도 쉽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GATE는 학술 동아리이지만 또한 가족 같은 분위

GATE is a study-based club. However, we also have
the characteristic of a friendly club with a family-like
atmosphere. While planning MTs and festivals, we
can easily get together. What’s more, since we have a
family-life atmosphere; we have frequent gatherings
and sometime travel together. This can be seen as a
strong point and a distinct characteristic of GATE.

기를 지니고 있는 친목 동아리이기도 합니다. 공
식일정인 MT 및 축제행사를 통하여 많은 교류
를 하고, 개별적으로 모임가지거나 여행을 가기
도 합니다. 이 또한 GATE의 장점이자 특성입니다.

Activities
Every Thursday
Debate in Learning Session

매주 목요일

Apr, Oct
May

4, 10월

MT

5월

축제 기간 동안 펍 운영

Debate in Learing Session

MT (Trip with club members)
Pub during Festival in 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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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am

혜암: 사회철학 동아리

Our slogan is ‘Thinking people, social philosophy
club’. We gather every Thursday and discuss ‘how
to live together in our society, social justice, and
social issue.’ Our gathering is called the ‘Learning’
and we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scholarly articles, movies, and newspapers.
We also learn social values through participating
community activities, such as touring 5.18 Gwangju
democracy revolution and volunteering in rural
communities.

혜암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회 철학 동아리>입니다.
매주 목요일 <학습>이라고 불리는 토론 세미나를 통
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생각해보고 함께 살아가
는 법,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사회 정의, 그리고 사
회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준비를 위
해 책, 영화, 신문기사 등의 심도 있는 자료를 참조하
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 5.18 광주
기행 및 농촌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사회 속에서 사람을 위한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Activities
Mar
Apr
May
Jun-Jul
Sep
Nov

Freshman welcoming party
Spring MT
Activities for rural communities
Celebrating 4.19 revolution by running
Athletic Meeting with all club members
Activities for rural communities
Operating pub in Kyung Hee festival
<Night of philosophy>
All member gather to celebrate freshman

3월

신입생 환영회
MT

4월

농활
마구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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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체육대회

6-7월

농활

9월

축제 기간 중 주점 운영

11월

철학의 밤

Kyung Hee Debate Society

KDS: 영어토론 및 토론대회 동아리

KDS (Kyung Hee Debate Society) is organized
with KIC students who have both excellence and
aspirations for competitive debate. Founded in
2006, KDS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nationwide debate culture and also striving to foster individual competitiveness through
various internal sessions. Years of our effort are well
represented in some of major feats that we accomplished, including 2011 NEAO Semi-Finalist, 2011
& 2014 KNC Finalist, 2012 NEAO Quarter Finalist,
2014 WUDC ESL Quarter-Finalist to name a few.
KDS has also been active in providing debating
opportunities for outside communities, through
hosting major tournaments such as Spring KNC
2009 and NEAO 2012. With our deep commitment to parliamentary debate, we stand for
those who wish to enhance their intellectual
potentials to the fullest extent.

KDS는 국제대학에서 토론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2006년
에 설립된 KDS는 한국에서 토론문화를 장착시키
기 위해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션을 통
해 개인 능력향상에도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의 결과물은 각종 대회에서의 수상으로 빛을 발휘
했습니다.
KDS는 또한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자로서 많은 사
람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9년에는 KNC(Korea National Championship)이라는 전국토론대회를 주최하였고 2012년
에는 NEAO(North East Asia Open)이라는 동북
아시아 토론대회를 주최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Activities
May

5월

KNC (전국 토론 대회)

7월

ADI (아시아 토론 협회)

9월

차이나 BP

10월

KNC

11월

NEAO (동북아시아 토론 대회)

Feb

Spring KNC
(Korea National Championship)
Summer ADI (Asia Debate Institute)
China BP (British Parliamentary)
Fall KNC
NEAO (North East Asia Open),
HKDO (Hong Kong Debate Open)
WUDC
(World University Debate Competition)
Winter ADI

2월

ADI

Thu
Tue

KDS internal session
Joint session with other debate societies

목요일

KDS 내부 세션 진행

화요일

다른 토론 협회와 조인트 세션

Jul
Sep
Oct
Nov
Dec

HKDO (홍콩 토론 대회)
12월

WUDC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Contact
Facebook facebook.com/groups/1425252125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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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Tree

알음나무: 문학철학 동아리

알음나무, also known as Knowledge Tree, is a club
where students gather and explore metaphysics and literature. Students select a topic every week and discuss
it every Thursday.

알음나무는 국제대학 순수 문학과 철학 동아리로서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주
제는 한 주는 철학, 한 주는 문학을 주제로 임원진들이 주
제를 선정하고, 조별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발표합니다.

Activities
Every Thursday
Seminars

매주 목요일

Dec

12월

세미나

Night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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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밤

People World

사람세상: 사회토론 동아리

People World, as the name depicts, consists of
members who love being around other people. It
was established in 1988 as a debating club that discussed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al issues.
Group members participate in pro-con debate first
to make decisions on specific topics. By doing so, we
not only attain knowledge but also learn to express
our opinions in a diverse way.

사람세상은 이름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학생들
의 모임입니다. 1988년에 토론 동아리로 설립되
었으며, 국내외의 사회적 이슈들을 주로 토론합니
다. 동아리 구성원은 찬반토론을 통하여 주제를 선
정합니다. 동아리 구성원은 사람세상의 활동을 통
하여 토론주제의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
로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Activities
Examples of Debates

토론 주제 예시

- Chemical castration on sex offender
- Introduction of “fat tax”
- Starting school at 9:30
- Raise in cigarette price
- Alternative holiday

-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
- 비만세 도입
- 9:30 등교
- 담배값 인상
- 대체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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