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웅 글로벌 장학프로그램

장학생 모집

지원서 평가

구체적인 내용은 대웅재단 홈페이지 및 SNS 채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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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으로, 학기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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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함으로서 사회진출 후 팔요한 역량을 갖춘 글로벌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졸업 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984년에 인재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기술 발전에 공헌한다는 취지에 따라 설립된 장학재단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학술지원을 통해 우수연구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국내외의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2021.02.22(월) ~ 03.20(토)

방학중 인턴십 참여를 통해 한국 회사의 문화 및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 (인턴십 비용지급)

실제 회사의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통해 일하는 방법, 

      프로세스의 학습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의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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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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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영상 및 지원서 파일 업로드

문의 사항: 

대웅재단은

글로벌 장학 프로그램은

선발 혜택

학기 중에 매월 50만원 장학지원금 지급 (방학기간 제외)

프로그램 종료 후 우수한 학생에게는 취업 추천 및 추천서

발급

지원 자격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방법

지원 동영상 촬영 (5분 내외)

※동영상 제목: 2021년 대웅재단 GSP_[지원자 이름]

선발 프로세스

dftalent.vividapp.kr

결과 발표

2021.03.25 (예정)

대웅재단 홈페이지(daewoongfoundation.or.kr)

      SNS (Facebook, Instagram) 발표 및 개별 안내 예정 ※지원서 평가 중 필요시 비대면 (ZOOM)을 통해 인터뷰 진행 할 수 있음

※동영상 내용: 

   ① 자기소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점 및 단점)

   ②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된 이유

   ③ 장학프로그램의 지원동기

   ④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내용 등 

daewoongfoundation.or.kr

모집인원 : 00명 

02-550-8915df@daewoong.co.kr

@daewoongfoundation

※지원 사이트:

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장학생 선발

Daewoong FoundationDaewoong Foundation

QR 코드 스캔하면 바로 지원 사이트로 이동!

모집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