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 대표 국립대학

2019년 파란사다리 사업 공고(타교생용)

 □ 파란사다리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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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여적 인재로 성장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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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학기 학부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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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 5분위 이내 학생)

○ 국외여행 및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 소속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추천 공문 필수)

     ※ 대학별 2명 이내로 추천 요청. 추천 인원 조정 필요시 사전 협의 요망

○ 추천 가능 대학

권역 추천 가능 대학

수도권

4년제
(14)

강남대학교, 단국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
교, 신경대학교, 용인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
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2년제
(11)

국제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장안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선발인원 등

○ 선발인원(타교생) : 총 10명

○ 파견 대학 및 배정인원(예정)

파견국 대학명 배정인원(타교생)

캐나다(프린스조지) 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 (UNBC) 3

호주(멜버른) Windsor College (WC) 3

필리핀(수빅) Batt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BPSU) 4

합 계 10

○ 파견 기간 : 2019년 하계 방학 중 4~5주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등

○ 신청기간 : 2019. 4. 22.(월) ~ 4. 25.(목) 16시까지(청강대학 접수 마감)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활동계획서, 

재학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류, 어학성적(소지자만)

○ 문의/신청접수 : kdkim@ck.ac.kr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외협력센터 

김기대팀장, 031-639-5724)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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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추천 대상자 명단을 한경대로 추천 공문 발송

    ※ 추천된 학생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 요망(https://forms.gle/2okuMRhrpvB4j3B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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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으로 명칭. 예) 청강문화산업대_홍길동

  선발방법

○ 선발 방법

    - 1차 서류 전형 : 활동계획서를 평가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2차 면접 전형 : 참여 동기, 활동 의지, 진로 계획 등을 평가

      ☞ 면접 전형 불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점수 60점 미만인 학생은 불합격 처리

mailto:kdkim@ck.ac.kr


○ 선발기준

    -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 우선 배려

      ☞ 1순위 : 장애학생, 탈북학생,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 소득 1∼3분위 학생

      ☞ 3순위 : 소득 4∼5분위 학생

    - 동일한 우선 순위일 경우 면접 점수 상위자, 고학년 순으로 선발

○ 연수대학 배정

    - 최종 대상자 선정 후 해외 연수 대학 배정 예정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비고

서류 접수기간 ‘19. 4. 22.(월) ～ 4. 30.(화) 18시까지 대학

면접 ‘19. 5. 7.(화) ∼ 5. 10.(금) 예정

합격자 발표 ‘19. 5. 17.(금) 예정

사전 오리엔테이션 개별공지 예정

사전교육 ‘19. 6월 말 ∼ 7월 초 2주

해외연수 ‘19. 7월 ∼ 8월 4주

사후관리 ‘19. 9월 ∼

 

  그 밖의 사항

○ 파견대학별 세부 내용은 한경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파란사다리 사업

설명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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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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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된 대상자는 사전교육, 사후관리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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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출국, 과정 미이수 시(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단 등) 한경대학교에서

지원받은 모든 경비를 반납하여야 함



○ 한경대학교 지원경비 이외의 연수경비(현지 식비, 교통비 등)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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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대학교(대외협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