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모집공고문

2013 한-중 리더십 프로그램
2013 Korea-China LEADership Program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인재양성과 학문발전을 목적으로 1974년 고 최종현 SK 그룹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본 재단은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의 국내외 학업을 지원하는 한편 아시아 각국과의
학문적, 인적 교류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2000년부터 국제학술교류지원(ISEF) 사업을 통해
매년 40-50여명의 아시아 학자를 초청하여 방한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북경
대학, 중국사회과학원, 청화대학, 복단대학, 절강대학 등 11개의 유수 중국 대학과 아시아
대학에 총 18개의 아시아연구센터(Asia Research Center, AR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베이징 포럼, 상하이 포럼을 북경대학, 복단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한-중, 아시
아 간의 학문적,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는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고 한-중 대학(원)생들의 협력적 리더십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한-중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북경대학, 복단대학,
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및 국내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2013 Korea-China
LEADership Program’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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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요
□ 사 업 명: 2013년 한-중 리더십 프로그램 (2013 Korea-China LEADership Program)
□ 주

최: 한국고등교육재단

□ 협력기관: 북경대학, 복단대학, 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및 국내 주요 대학
□ 행사기간: 2013년 8월 4일(일) – 8월 24일(토) 21일간
(08.04(일)-14(수) 중국 프로그램 / 08.14(수)-24(토) 한국 프로그램)
□ 참가대상: 양국 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 선발인원: 총 60명 (한국 30명, 중국 30명)

2. 프로그램 세부내용
□ 핵심 활동
학습(Learning), 체험(Experience) 토론(Argumentation), 발견(Discovery) 등의 4가
지 핵심 활동으로 구성
구분

프로그램 내용

비고

학습(Learning)

양국 저명 학자의 한국, 중국 관련 강연

총14강좌

체험(Experience)

양국 주요 시설 및 지역 견학 및 탐방

전체활동

토론(Argumentation)

양국 현안에 대한 토론과 대화

그룹활동

발견(Discovery)

능동적 탐구와 발견

그룹활동

□ 중요 일정
구분
중국
(08.04-08.14)

한국
(08.14-08.24)

지역

세부일정

베이징

북경대학/청화대학/중국인민대학 등

우시/수저우

SK Hynix / 수저우 공업단지 등

상하이

복단대학 / 푸동 경제특구 등

서울/파주

DMZ/전쟁박물관 등

안동/울산

안동하회마을/울산공업단지 등

부산

해운대 등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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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측 참가자 선발
□ 참가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2) 영어 소통 가능한 자
□ 선발절차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
구분

시기

비고

모집공고

2013년4월22일(월)-5월26일(일)

서류접수

2013년4월22일(월)-5월26일(일)

온라인 접수

면접전형

2013년 6월 초순 (예정)

개별통보

합격자발표

6월 중순 (예정)

개별통보

오리엔테이션

7월 중

□ 지원서류
(1) 지원서(소정양식, www.kfas.or.kr에서 다운로드)
(2) 재학증명서, 어학증명서 사본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
□ 지원방법
(1)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LEAD@kfas.or.kr) 로 제출 (2013년 5월 26일 밤 11시)
(2) 파일명은 ‘지원자 성명_지원서’ 로 저장, 첨부 제출(예시: 홍길동_지원서)

4. 참고사항
□ 참가자 특전
(1)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프로그램 참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숙박비, 항공료, 소액의
활동비 등) 지원
(2) 과정 이수자에게는 한국고등교육재단 명의 수료증 발급
(3) 우수참가자에게는 2013년 11월 북경대학과 본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베이징포럼(중
국 북경 개최) 참가기회 제공

□ 문의: 담당자 전수민 (02-552-3641/smjeon@kf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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