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가혜택 
 

1. 장학금  

 - 매 수업 참가 시 장학금 지급  

(7,8월 방학 제외 - 총8회) 

2. 월 1회 교육 

 - 한국 비즈니스 및 조직 문화, 한국 사회와 문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정 

3. 다한민국 프로젝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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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목적 

▶ 배경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학위 과정

을 밟고 있습니다. 이들 유학생 가운데 80% 이

상이 아시아 국가 출신입니다. 

▶ 목적 

 

 

 

 

 

 

Lee & Won Asian Fellowship은 아시아 유학생에

게 필요한 맞춤형 리더십 교육과 네트워크 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멘토링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롤모델과 진로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 아시아 리더 양성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 

▶ 프로그램 개요 
 

Lee & Won Asian Fellowship은 아시아의 미래를 주

도할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한 유학생 인재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을 제공합니다.  

운영기간 : 2021년 3월 ~ 12월 

(총 10개월 과정) 

정기모임 : 월 1회, 둘째 주 토요일 (09:00 ~13:00) 

(온라인 진행 예정) 

추계 MT 및 벼룩시장 

(수업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

라 수업 방식 및 외부 활동 변경 가능) 

 

다한민국 
 

다한민국은 리앤원 아시안 펠로우십 펠로우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온라인 다문화 봉사활동입니

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다문화인의 이야기를 전

하며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dahanminguk 



  

 

 

 

 

재단법인 리앤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00, 7층 

 

Email : lee.won.fellowship@gmail.com 

Naver Cafe : cafe.naver.com/leenwon 

Homepage : www.leewon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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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선발 공고 

▶ 선발규모 : 20 명 
 

▶ 지원자격  

학부 3 학년 이하 재학 중으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아시아 유학생 (2021 년 1 학기 기준)  
 

▶ 모집기간  

2021 년 1 월 3 일 (일) ~ 2021 년 1 월 31 일 (일) 
 

▶ 지원방법 

이메일로만 접수 (lee.won.fellowship@gmail.com) 
*우편접수 불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전형절차 

1 차 : 서류전형 (2 월) 

2 차 : 면접 (2 월) 

3 차 : 최종 선정 (3 월) 
*지원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1. 지원서 1 부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http://cafe.naver.com/leenwon 에서 양식 

다운로드) 

2.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 부 

3. 본인확인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 부 

4.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 부 
 

▶ 기타 제출 서류 

어학검정 증명서 사본 1 부: TOEFL, IELTS, TOEI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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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정 소개 

▶ Leadership 

‘다한민국’ 활동을 스스로 기획해보며 참된 리더로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Networking 

프로젝트 참여 학생 간, 참여 선후배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습니다.  
 

▶ Mentoring 

금융, 경제, 공공분야 등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시아 리더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아시아 리더특강

이 진행됩니다. 
 

▶ Academic Support Courses  

아시아 학생들이 아시아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다지기 과정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 한국 비즈니스 및 

조직 문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봉사활동 및 다한민

국 기획 등 총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국 사회와 문화 

한국 문화 및 역사 이해를 통한 현대 한국사회 이해하기 
 

◆ 한국 비즈니스 및 조직 문화 

한국의 조직 문화 및 다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영문기사 작문훈련을 통한 통합적인 작문 스킬 향상 

과정으로 현직 기자가 강의 및 1:1 첨삭 지도 
 

◆ 봉사활동 및 다한민국 기획 

커뮤니티 빌딩과 리더십 함양 과정 

 

재단법인 리앤원(LEE&WON Foundation)은 아

시아 지역에서 인재육성, 학술지원, 소외계층

지원, 문화교류를 통한 인류애와 박애정신을 

실현하고자 2008년 7월에 설립된 외교부 산하

의 공익법인입니다. 한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

만 해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나라였습니

다. 리앤원 재단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받았던 그 도움을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돌

려주려 합니다. 

 

재단법인 리앤원의 활동이 기폭제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와 환원의 물결을 일으

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