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EIGN LANGUAGES

MANPOWER

TRAVEL

OVERSEA STUDY

CONSULTATION & SERVICE

Suwon Headquarter 
ICO Korea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15, 삼희빌딩 6층, 16498 
6th floor 15, Jungbu-daero 223beon-gil, Paldal-gu, Suwon-si, Gyeonggi-do, 16498 Republic of Korea 
Tel  (+82) 31-216-5488 / Fax (+82) 31-217-5489 
Email  icokorea@gmail.com     website  www.icokoreajsc.co.kr

Busan Branch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우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2차) 205-1호 
205-1-Ho, 71, Centum dong-ro, Haeundae-gu, Busan, Republic of Korea 
Tel  (+82) 51-714-2377      Email  icobusan@gmail.com       website www.icokoreajsc.co.kr

ICO Technology



ICO GROUP CHAIRMAN ㅣ NGUYEN QUAN TUAN, MBA 

ICO GROUP is the largest study abroad corporation in Vietnam that also dispatches human resources to the 
overseas. Key business areas include consultation for study abroad, foreign language education, elementary-
high school education, technical college education and dispatching of human resources to the overseas and 
travel. 


ICO has branches in Germany, Japan and Korea. ICO GROUP operated efficient training and supplying 
system during the past 10 years, and is playing the role of a bridge among the universities, education 
institutions, and economy institutions, and among the Vietnamese students and workers. ICO GROUP aims to 
become the biggest group on human resources, including training and supplying.


‘Creating your future’ – We are helping students to create genuine value and bright wisdom with this slogan. 
Company members are striving to lead satisfying and happy everyday life while working.

Name Establishment Capital Employee Branches in Vietnam Overseas branches

 ICO Group㈜  2008년 KRW 219억 5천만 원  685명
45개                            

(하노이, 호찌민 포함)
 3개 (Korea, Japan, 

Germany)

Phone Oversea partners Domestic partners Abroad students Dispatched workers
Foreign language 

students

+84 204 6255 
678 380 1,000 12,000 6,400 10,500

 http://www.icogroup.vn        

As aggregated by 2018, is Vietnam’s biggest company for the study abroad consultation, 
training and supplying.

2018년 까지 , 베트남 최고의 유학상담회사

MISSION & VISION

ICO GROUP 은 유학사업과 해외인력 파견 분야에서 베트남의 가장 큰 주식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유학상담,     
외국어 교육, 고등학교 교육, 전문대학교 교육,해외 인력 파견 및 여행 부분이 있습니다. 


ICO는 독일, 일본, 한국에 해외 지사를 두고 지난 10년 간 효율적인 교육 및 인력공급시스템을 운영하여 외국에 있는 각 학교,   
교육기관, 경제기관과 베트남 학생, 근로자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CO GROUP은 교육과 해외인력파견 부분에  
있어  최고의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곳’ 우리는 이와 같은 슬로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진귀한 가치, 밝은 지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    
니다. 회사의 구성원들 또한 일을 하며 보람 차고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CO GROUP GENOME

Professional & rich

VISION
베트남 인재관리 분야의 선두 주자
Be a leading group in human resources in Vietnam

SPECIFIC VALUE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주인
Shared ownership, co-ownership

CORE VALUE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곳
Creating your future

HUMAN
전문가 & 윤택한 삶

Enhance the quality of Vietnamese human resources

MISSION
베트남 인재의 전문능력 향상

ICO GROUP 회장 응웬 광-투안  

No.238 Hoang Van Thu Street, Bac Giang City, Bac Giang Province   (0204) 6255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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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 Nguyen Thi Luu Str. Bac Giang City, Bac Giang Province                                          
(+84) 204 6261 818  l  www.xuatkhaulaodongico.com 

ICO 훈련 센터 교육생들

Workers are trained in our training center 

베트남 현지 구직자 선발과정

Interview to recruit local workers

대표이사  CEO   Nguyen Anh Tuan
설립일  Establishment   2015/04/02

사업영역  Business area   인력송출  Dispatching HR

ICO MANPOWER는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베트남 최고의 회사이며, 특히 일본 시장을 주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ICO MANPOWER is Vietnam’s best company for supplying human resources overseas, especially t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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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설립된 ICO JOB은 베트남 현지에서 최고의 인적 자원 파견업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CO JOB, established in 2018, is committed to becoming lead provider of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in Vietnam.

2018년에 설립된 ICO HANKUK은 베트남 최대 규모의 한국어 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CO HANKUK was established in 2018. ICO HANKUK aims to build 
the largest Korean language education system in Vietnam.

대표이사  CEO   Bui Tuan Ngoc
설립일  Establishment   2018/07/09
사업영역  Business area   인력파견  Manpower supply

ICO Building, 34 Tran Quoc Hoan, Cau Giay Dist, Hanoi City, Vietnam
(+84) 943 289 290

대표이사  CEO   Nguyen Quang Duc 
설립일  Establishment   2018/01/11
사업영역  Business area   한국어 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75 Duong Khue St. My Dinh 2 Ward, Tu Liem District, Hanoi City, Vietnam 
(+84) 971 701 986  l  www.hannguico.edu.vn



ICO Japan 4 branches
(Tokyo, Osaka, 
Fukuoka,Shikoku)

ICO Korea 2 branches
(Suwon, Busan)

ICO Germany
(Berlin)

대표이사  CEO   Nguyen Quang Tuan

설립일  Establishment   2008/04/29

지사  Branches   24개 (베트남)

사업영역  Business area   한국•일본유학; 영어권 국가에서의 유학; 어학 연수 
Study abroad in Korea, Japan, Taiwan, English-speaking nations

ICOEDU BRANCHES
ICO KOREA는 ICO 학생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한국의 문화, 법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ICO KOREA는 학생들의 파트너로써 아르바이트 알선과 졸업 후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ICO Korea was established in 2016 with the first purpose is to support our ICO students on and after arriving 
to Korea, to assist them to adapt to the Korea culture, regulation and University life. Moreover, ICO KOREA 
would be a life-long partner of students, with introducing part-time job and job opportunity after graduation.

ICO is a large company that has branches at almost provinces in Vietnam. We open free Korean class in high 
schools, and after graduation, students are gathering to our training center in branch for further education. 

Continuing the training program that students obtain from Vietnam, including Korean language, culture and 
regulations, ICO Korea makes an orientation program that target on new arrival students and also nearly 
graduating student in Korean Universities, to help them quickly adapt to Korean life, and to give them the 
information on job opportunity after graduation from Universities.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학생 수 40 150 700 1800 2500 3200(예정)

ICO는 베트남 전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
며, 졸업자들 모집하여 각 지사의 교육센터에서는 심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한국어와 문화, 법규 훈련 등 베트남 현지 연수 
프로그램에 이어 ICO 코리아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및 향후 취업 기회를 부여합니다. 

대표이사 응구엔, 응옥-호안
CEO Nguyen Ngoc Hoan Ph.D

Company Performance

• 2018년 10월까지 5000여명의 유학생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As of Oct. 2018, IKR sent 5000 students who studied abroad to Korea.  


• 2018년 11월 기준 한국 45 명문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As for Nov. 2018, IKR formed relationship of cooperation with 45 leading universities in Korea.


• 2016, 2017, 2019년도 KGSP 한국정부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ICO 출신이었습니다. 


Students who received the 2016, 2017 and 2019 KGSP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s are 
from the ICO Korea.

▪ ICO TIC( 티아이씨)

▪ ICO Bac Giang (박장)

▪ ICO Bac Ninh (박닌)

▪ ICO Hai Duong (하이즈엉) 

▪ ICO HURECO (후레코)

▪ ICO Hanoi (하노이) 

▪ ICO Thang Long (탕롱)

▪ ICO Thai Binh (타이빈)

▪ ICO Phu Tho (푸토)

▪ ICO NANICO (나니코) 

▪ ICO Thanh Hoa (타인호아)

▪ ICO Nghe An (응에안)

▪ ICO Thua Thien Hue( 트어트엔후에)

▪ ICO Gia Lai (잘아이)

▪ ICO Dak Lak (닥락)

▪ ICO Khánh Hòa 

▪ ICO Lâm Đồng

▪ ICO Dong Nai (동나이)

▪ ICO Binh Duong (빈즈엉)

▪ ICO Ho Chi Minh (호치민)

▪ ICO Dong Thap (동탑) 

▪ ICO INMEKO (임메코) 

▪ ICO Ca Mau (까마우) 

6th floor, 15 Jungbu-daero 223beon-gil, Paldal-gu, Suwon-si, 
Gyeonggi-do 16498 Republic of Korea


I  www.icokoreajsc.co.krICO Building 238 Hoang Van Thu, 

Bac Giang City, Bac Giang Province, Vietnam

(+84) 1629 013 013 - 1800 8105  

I  www.duhocico.edu.vn   I  www.duhochanico.edu.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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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gional

North
South

Students & Education Programs

선발기준 ICO Students

Ratio By Semester

Spring
Summer
Autumn
Winter

30

30

30

10

Education Level

Univ grad
HS grad

80

20

65

35

학기별 학생 비율 교육 수준 지역별

서류 준비

입학신청

비자 신청

입학

나이와 학습태도  Age and Studying Attitude  성실하고 주도적인 18세-25세 학생 
Diligent and driven students between 18 to 25  

고등학교 평균 성적  High School Grades  6.5 또는 그 이상의 성적  GPA of 6.5 or greater 

 재정 능력  Financial Capability 은행잔고증명서(최소 예치금 USD 10,000) 
Bank financial affidavit (deposit of at least USD 10,000)

가족  Family 가족 중에 불법 체류자가 없어야함 
No illegal immigrant in the family

졸업  Graduation  졸업 후 2년 이내의 공백기간 
Within two years after graduating

입학과정  Admission Process 

Apply for admission of University 

Document preparation 

Visa application 

Admission at Korea university

▪ 한국어 초급 레벨 (최소 토픽 2급)  
Beginner level in Korean language (at least TOPIK Lv.2)  

▪ 한국 문화시험 통과 
Pass Korean culture test 

▪ 교육과정 중 한국어에 대한 의지와 근면성을 보이는 학생 
Student who manifests will and diligence towards the 
Korean language during the education program  

입학 전 학생들의 교육 수준   Training and education 
level of the students prior to the admission    

High school students are getting the free Korean language class for 150-200 hours, including culture 
education. After graduating, students will gather to education center in each appropriate branch and get 
more 200-400 hours on Korean training.

Teachers are Vietnamese staffs with highly educated certificates or native Korean teachers.

학생들은 문화수업을 포함한 150 ~ 200시간의 무료 한국어 수업을 받습니다. 

졸업 후 학생들은 각 해당 지사의 교육센터에서 200~4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사들은 원어민 수준의 베트남 교사와 원어민 교사 입니다. 

Korean Training Program

ICO KOREA  Department  Info

• 신규 사업 발굴 
Market research


• E7 비자 업무 
E7  VISA work


• 한국 취업 프로그램 소개 
JOB Introduction


• 재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소개 
Part-time job Introduction

• ICOKOREA 행정 업무 지원 
Administrative works


• 웹사이트 관리 
Website management 


• 이벤트 진행 및 보조 
Events 


• 계약서 작성 및 관리 
Contract management


• 인사·재무·총무 파트 담당 
HR· Financial Accounting

• 지역구분   
북부 : 서울,강원   Northern parts: Seoul, Gangwon

중부 : 경기,충청   Central parts: Gyeonggi, Chungcheong

부산 : 전라,경상   Busan: Jeolla, Gyeongsang


• 해당지역 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with the universities                                    
of the applicable regions


•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지원 및 관리 
Student support and management


• 대학교 입학 관련 서류와 수속 지원 
Documentation process support

유학부서
Edu Dept.

연구개발부서
R&D Dept.

행정부서
BO Dept.

9



Activities

국제캠퍼스 서울캠퍼스

베트남 교장단의 대학교 방문    High schools’ Principals visiting to Korean Universities

경기대학교 베트남 교장단 방문    High schools’ Principals visiting to Kyonggi University

세종대학교·선문대학교 베트남  교장단  방문   Visiting to Sejong, Sunmoon University

기타 활동 (픽업, 오리엔테이션, 상담 서비스)   Other Activities

Partnership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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