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대표, ACE 대학”

2018년 파란사다리 사업 공고(타대학용)

  파란사다리 사업 목적

m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 학생에게 해외 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기여적 인재로 성장 유도

m 단순 해외 어학 교육․체험 위주의 연수가 아닌 자기 주도적인 현지 과제 

수행, 진로 개발 등 학생의 독립적 성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운영 절차

  지원자격

m 2018-1학기 학부 재학생

m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 학생(장애인, 탈북자 

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 5분위 이내 학생)

m 국외여행 및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m 타교 학생의 경우 해당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대학별로 최대 4명까지 

추천 요청)  ※ 추천 인원 조정 필요시 사전 협의 요망

m 타교 추천 가능 대학

권역 추천 가능 대학

수도권

4년제
(24)

가천대, 강남대, 경인교대(경기), 경찰대, 경희대(국제), 단국대, 루터대, 명지대(자연),
서울장신대, 성결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양대, 용인대, 을지대, 중앙대(안성), 차의과
학대(분당), 칼빈대, 평택대, 한국교통대(의왕),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글로벌),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2년제
(17)

경기과학기술대, 대림대, 동원대, 연성대, 계원예술대, 국제대, 동아방송예술대,
두원공과대, 서울예대, 신안산대, 안산대, 여주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청강문화
산업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선발인원 등

m 선발인원(타교생) : 총 10명

m 파견 대학 및 배정인원(예정)

파견국 대학명 배정인원(타교생)
베트남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4
대만 National Pingtung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2

미국
Univ. of Florida 2
ASA College, Manhattan Campus 2

합 계 10

m 파견 기간 : 2018년 하계 방학 중 4~7주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등

m 신청기간 : 2018. 4. 18.(수) ~ 4. 27.(금) 

m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활동계획서, 재학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류, 어학성적(소지자만)

m 신청방법

    - 1단계) 각 대학에서 신청 학생의 서류 취합 후 추천 대상자를 선발

    - 2단계) 추천 대상자를 한경대로 추천 공문 발송

    ※ 추천된 학생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 요망(https://goo.gl/forms/XMBjxSo4DlXcnP5y2)

    ※ 신청서류는 취합 후 스캔하여 이메일(swlim@hknu.ac.kr) 제출 요망(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주)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904호, 우) 17579)

    ※ 신청 학생의 제출서류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압축하여 제출, 파일명은 ‘소속 학교, 성명’ 

순으로 명칭. 예) 한경대_홍길동

  선발방법

m 선발 방법 : 1차 서류 전형 및 2차 면접 전형

m 선발기준

    - 개인별 연수계획서 평가 및 면접에 따라 선발하되 아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 우선 배려

    - 지원 학생의 계획(진로), 전공 및 파견 대학별 특색 등을 고려하여 선발



  추진일정

구분 기 간 비고

서류 접수기간 ‘18. 4. 18.(수) ～ 4. 27.(금) 18시까지

면접 ‘18. 4. 30.(월) ∼ 5. 4.(금) 예정

합격자 발표 ‘18. 5. 9.(수) 예정

사전 오리엔테이션 개별공지 예정

발대식 ‘18. 6월 말 한국장학재단

사전교육 ‘18. 6월 말 약 2주

해외연수 ‘18. 7월 ∼ 8월

사후관리 ‘18. 9월 ∼

 

  그 밖의 사항

m 파견대학별 세부 내용은 한경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파란사다리 사업

설명회 자료 참조 (http://www.hknu.ac.kr/web/kor/p_01_01)

m 선발의 포기 : 파견 전 합격된 학생이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경대학교

(대외협력본부)에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m 선발된 대상자는 사전교육, 사후관리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m 출발 지연, 연수 도중 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m 미출국, 과정 미이수 시(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단 등) 본교에서 지원받은 

모든 경비를 반납하여야 함

m 본교 지원경비 이외의 연수경비(현지 식비, 교통비 등)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m 귀국 후 30일 이내 개인별 결과보고서(수료증 포함) 및 만족도 설문조사지를

한경대학교(대외협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m 관련사항 문의 : 한경대학교 대외협력본부 (☎ 031-670-5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