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웅 글로벌 장학프로그램의 장학생 선발 (공고) 
    

     대웅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년 대웅 글로벌 장학프로그램에 참여할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프로그램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웅 글로벌 장학프로그램은? 
 

    현재 국내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글로벌 우수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기 중에는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학 중에는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회사의 문화와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회사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일하는 

프로세스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진출 후 필요한 역량을 갖춘 글로벌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졸업 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 장학생으로 선발 시 혜택 

   1) 학기 중 매월 50만원의 장학지원금 지급 (방학기간은 제외) 

   2) 방학 중 인턴십 참여를 통해 한국 회사의 문화 및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 (인턴십 비용지급)  

   3) 실제 회사의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통해 일하는 방법, 프로세스의 학습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의 기회제공 

   4) 취업클래스 운영을 통해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학습 및  

대웅재단 장학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한 선배의 취업 성공사례를 공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5) 프로그램 종료 후 우수한 학생에게는 취업 추천 및 취업추천서 발급 
 

3. 지원자격 

   1)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 (석사/박사과정의 경우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4. 모집인원 : 00명  
 

5.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1) 지원기간 : 2021년 2월 22일 ~ 3월 20일 

   2) 지원방법 : dftalent.vividapp.kr 사이트 접속 후 5분내외의 동영상 및 지원서 첨부로 지원 

      * 동영상 내용 : 자기소개(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점 및 단점),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이유 

                      장학프로그램의 지원동기 및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내용 등 

      * 자세한 지원방법은 대웅재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6. 선발 절차 및 일정 

   1) 지원서 접수 (~ 3월 20일) -> 지원서 평가 -> 장학생 선발 및 발표 (~ 3월 25일) 

   2) 지원서 평가 중 필요시 비대면(ZOOM)을 통한 인터뷰 진행할 수 있음 
 

7. 기타 문의사항 확인 및 연락처  

   1) 대웅재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Q&A 확인  

   2) 대웅재단 담당자에게 문의 : 멜리사 (02-550-8915, df@daewoong.co.kr) 

 

재단법인 대 웅 재 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