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하계 해외 자매대학 단기연수 파견 프로그램 선발 공고문
우리대학에서는 2015학년도 하계 방학기간 중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자매대학과 연계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재학생을 선발, 파견
하고자 합니다. 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고 해외 문화를 체
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프로그램 개요
파견
국가

파견대학

선발
인원(명)

파견기간

미국

Bloomfield College

5

15.06.29~07.27(4주)

3

5,150,000

2,575,000

영국

Regent’s University

5

15.06.29~08.21(8주)

3

5,800,000

2,900,000

캐나다

George Brown College

5

15.06.29~08.21(8주)

3

6,600,000

3,300,000

De La Salle University

30

15.06.28~08.08(6주)

3

4,000,000

2,000,000

University of Baguio

30

15.06.29~08.21(8주)

3

3,890,000

1,945,000

구루메대학

15

15.07.13~25(2주)

2

1,800,000

900,000

남경신식 공정대학

15

15.06.24~07.12(3주)

2

1,800,000

900,000

대외경제 무역대학

15

15.06.27~07.25(4주)

3

2,400,000

1,200,000

필리핀
일본
중국

학점
인정

자
유
선
택

총 경비(원)

장학금

지원예정액(원)

※ 상기 연수 일정 및 총 경비는 학교 사정 및 연수비(인원 및 환율 변동) 및 항공료(발권시점)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총경비 내역은 기본적으로 교육비, 숙박비, 식비, 항공료, 기타 부대비용 포함한 금액임(개인 추가 비용은 현
지 용돈 및 별도 문화체험 선택시 해당 비용 개인 부담), 단 영국(리젠트 대학) 제외!!
※ 최종 지원 장학금은 전체 총 경비의 50% 수준으로 지급 예정임

2. 파견대학 프로그램 소개
파견
국가

파견
대학명

프로그램 특징 및 개요
- 특징 : ESL 기본과정(Intensive ESL Program)

미국

Bloomfield - 주 20 Lesson(4시간/일), 오전 9시~1시 수업
College

- 미국 경제 문화 중심지 뉴욕에서 25분 거리 뉴저지 위치
- 뉴욕, 워싱턴 D.C, 보스톤 등 필드트립 가능(개별 부담)
- 특징 : Regent 대학(ESL) 어학연수 4주 + 인턴십(유급 또는 무급) 4주

영국

Regent’s

- 영국 런던시 위치, 인턴십 수료시 Certificate 발급

University

- 지원자격 : 영어 중상급 이상(IELTS 5.5 수준 이상)
- 총 경비에서 현지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제외

파견
국가

파견
대학명
George

캐나다

Brown
College

프로그램 특징 및 개요
- 특징 : ESL 기본과정(General English Course)
- 주 20 Lesson(4시간/일) + 온라인 클래스 2 Lesson
- 캐나다 토론토 위치 공립대학으로 다국적 학생들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 체험 경험 가능
- 특징 : 전주대생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De La
Salle
University

(수준별 영어성공 체험을 위한 스파르타식 집중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 반편성, 1:1 수업, 1:1 맞춤형 개인지도 프로그램 운영
- 필리핀 다스마리냐스시 위치(마닐라에서 1시간 소요)
- 교내 외국인 게스트룸(2인 1실) 거주, 뷔페식 식단 제공

필리핀

- 특징 : 전주대생 위한 단기 토익 성적 향상 프로그램 운영
University
of Baguio

(토익 집중 수업을 통한 토익 성적 20% 향상 목표반 운영)
- TOEIC Class, EFL 그룹수업, 1:1 수업, 저녁 자율학습 운영
- 필리핀 바기오시 위치(마닐라에서 5시간 소요)
- 교외 기숙사 운영(2인 1실), 한국식 식단 제공

일본

중국

구루메
대학

- 일본 구루메시 자매대학으로 전주대 단기 연수 진행
- 단기 일본어 연수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남경신식

- 중국 남경시 소재 자매대학으로 전주대 단기 연수 진행

공정대학

- 단기 어학 연수 후, 문화체험 프로그램 별도 있음

대외경제

- 중국 북경시 소재 자매대학으로 전주대 단기 연수 진행

무역대학

- 단기 어학 연수 후, 문화체험 프로그램 별도 있음

※ 기타 파견 지역별 상세 자료는 붙임 <파견지역 안내> 자료 참조

3. 신청자격
❍ 2015학년도 1학기 전주대에 재학 중인 학부생(휴학생 및 정규학기 초과자 신청 제외)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 및 평균 평점이 2.5점 이상인 자
❍ 미국, 영국, 캐나다 국가 신청자는 TOEIC 670점(또는 동등 수준 이상 영어성적 보유) 이상자 신청 가능
❍ 기타 우리대학 장학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상기 연수중 동일 국가 연수를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단, 정원 미달시 선발)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번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70학점 미만인자
❍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제출서류

(국제교육교류원 홈페이지 및 전주대학교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지원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재정보증인 동의서, 서약서, 본인 통장사본 각 1부
❍ 재학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공인 영어 성적증명서(사본-해당자 한함) 각 1부
※ 직전 학기 전학년 평균 평점 2.5미만인자는 신청 제외
※ 해외파견 신청 보증금 – 10만원
(해외 파견 최종 선발시 환급, 단 본인 귀책사유로 선발 완료 뒤 포기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 여권 소지자는 본인 여권 사본 필히 제출해야 함(미소지자는 선발 뒤, 복수 여권 발급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선발일정
가. 신청장소 : 국제교육교류원(스타센터 옆 국제교육관 203호)
나. 신청기간 : ~ 2015.5.18.(월) 오후 3시까지
다. 면접전형일 : 2015.5.19.(화),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파견 국가에 따라 별도 면접 전형 일에 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라. 합격자 발표 : 2015.5.20(수) 이후 (합격자 발표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별 연락 예정)
마. 오리엔테이션 :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6월 말 출발 전 실시)
바. 해외파견 설명회
1) 영어권 국가 파견 프로그램 : 2015.05.08.(금) 오후 4시, 스타센터 온누리홀
2) 중국-일본어권 국가 파견 프로그램 : 2015.05.11.(월) 오후 6시 반, 스타센터 온누리홀

6. 선발기준 : 서류전형(50%) + 면접(50%)
7. 지원시 유의사항
❍ 본교에 어학연수 장학생으로 입학한 자는 우선 선발
❍ 전공이나 어학능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단, 어학연수 신청자로서 해당 언어 회화능
력 부족자는 출국 전 개인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 연수기관 및 연수경비 등 상기 프로그램은 기타 사정 및 환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발된 모든 학생은 본교 및 파견대학의 학칙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항(연수 중도 종료 뒤, 귀국 조치 등)은 본인이 책임져야 함
❍ 국제교육교류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는 선발시 가산점 있음
❍ 연수기간 중 휴학할 수 없으며, 연수기간 연장은 불가함
❍ 선발된 학생은 사전에 해외 여행자 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연수기간 및 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함
❍ 파견 대학별 최소 파견 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음
❍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수료증, 성적증명서, 귀국 보고서(본원 지정서식) 제출해야 함(미제
출시 학점 및 CP점수 인정하지 않음)
❍ 연수를 모범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StarT Program의 CP점수가 기준에 따라 가산됨
❍ 최종 선발 뒤, 개인 사유로 포기시 추후 연수 신청이 제한되며 신청 보증금 미반환 조치함

8. 문의처 : 국제교육교류원 (영어권 ☎ 220-2344,2319 중국-일본어권 ☎ 2316)

전주대학교 국제교육교류원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