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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여름방학동안 진행되는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선발인원의 20%(20명)을 타교생으로 선발 예정 

왕복� 항공비,� 프로그램비,� 숙박비,� 보험료� 전액� 지원�

 

국가 파견교 인원 교육 일정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건 대학교 
30명  2019.7.15.(월) ~ 8.9(금) (4주) 

University of Washington

워싱턴 대학교
30명  2019.7.8.(월) ~ 8.2(금) (4주) 

중국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상해교통대학교
40명   2019.7.8.(월) ~ 8.2(금) (4주) 

  파란사다리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으로 

  전국 15개의 주관대학에서 3년간(‘18~20년) 시행됩니다.  참가자 전원 소요비용(개인 비용 제외)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70% 및 아주대학교 대응자금 30%로 지원됩니다.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아주대학교 

  국제협력처 홈페이지(www.ajou.ac.kr/oi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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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선발 안내 

○ 선발일정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일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인터넷 접수방법은 붙임파일(지원서 접수방법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국제협력처 홈페이지 파란사다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ajou.ac.kr/oia) 

○ 지원자격

※ 장애우 학생 및 새터민 학생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단, 장애우 최종 합격 시 해외연수 파견이 가능하

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함) 

※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또는 ‘WEST 프로그램’ 기참가자 지원 불가

※ 휴학생 및 학적 유지생은 지원불가하며, 초과학기 등록생은 지원은 가능하나 학점인정 불가 

 내 용  일 정  비 고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설명회 
2019.4.5(금) 17:00 - 율곡관 영상회의실

신청서 접수 4.3(수) ~ 4.16(화) 

본

교

생

‣ 1단계: 인터넷(AIMS)접수 

  【학사(학부) → 국제협력 → 교환/복수학위 지원서】 

‣ 2단계: 온라인 서류제출 (세부사항 붙임 참조)

타

교

생

‣ 본인이 소속된 대학으로 서류제출 

‣ 소속대학에서 서류검토 후 추천대상자로 선발 

‣ 선발된 학생을 아주대학교로 추천(공문, 최대 3명까지) 

면접 대상자 발표 4. 30(화) - 아주대 및 국제협력처 홈페이지 공지 예정 

면접 5월 1째 주 - 면접 일자 및 대상자 홈페이지 안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5. 9(목) 17:00 이후 - 아주대 및 국제협력처 홈페이지 공지 예정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5. 10(금) 18:00(예정) - 합격자 전원 OT 필히 참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해외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학부 재학생 

   또는 타 대학(하단에 명시된 대학) 학부 재학생 

∙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소득 5분위 이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꿈과 열정이 있는 학생으로 해외연수 참여를 통한 자기 개발 등의 의지가 있는 자 

http://www.ajou.ac.kr/oia


- 3 -

○ 선발 방법 및 기준

   가. 선발방법: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면접심사

      - 서류통과자에 한하여 면접 진행    

   나. 선발기준: 꿈과 열정 계획서 및 면접 등을 통한 다면 평가

      - 지원자의 도전의지, 실천의지, 인성 및 태도 등 평가 

   다. 가산점 부여 

      - 소득분위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0분위 ~ 3분위) 

      - 사회적 취약계층(장애학생, 새터민 학생) 가산점 부여 

○ 타교생 선발 

   가. 대상자: 아래 대학에 소속된 학부 재학생

      ※ 상기 미기재된 학교 재학생은 아주대학교 프로그램에 지원 불가함  

      (각 대학을 담당하는 주관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함.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타교생 지원방법 

    ① 관심 있는 학생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각 소속대학의 해당부서로 신청  

    ② 각 대학에서 자교생의 지원서를 접수 및 검토하여 1차 심사 후 각 대학의 담당부서에서 아주대학교로 

학생 추천(공문)  (기한: 4월 16일(화)까지 공문 접수) 

    - 각 대학교 별로 본교에서 진행하는 3개의 외국대학에 각 1명씩, 최대 3명까지 아주대학교로 추천 가능

    - 전체 파견인원 중 20%를 타교생으로 선발함 

4년제 
(20개교)

가천대, 가톨릭대(성의), 경기대, 경인교대(경기), 경희대(수원), 서울교육대, 서울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성균관대(자연과학), 숭실대, 안양대, 을지대(성남), 중앙대, 총신대, 한국교통대(의왕), 

한국외대(용인), 한국체대, 한세대, 한양대(ERICA)

2년제
(11개교)

계원예술대, 대림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원대, 서울예술대, 수원여대, 신구대, 신안산대, 

안산대, 연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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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꿈과 열정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며, 첨부된 예시를 참고 

    ※ 소득분위 확인서는 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소득구간(분위) 통지서로 제출

    ※ 소득분위는 2019년 1학기 기준 소득분위로 반영하며, 당해학기 조회가 불가한 경우(학자금 지원 미신청 또는 이

의신청 처리 중으로 소득분위 미확정)에 한하여, 직전학기(‘18-2학기) 소득분위로 접수 가능 

    ※ 0~5분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지원 자격 미달자, 제출 서류 누락자는 심사 진행하지 않음 

○ 지원 방법 

본

교

생

<AIMS 온라인 지원서 작성 후 온라인 서류 제출> 

∙ 신청서 1부  (첨부 양식) 

∙ 꿈과 열정 계획서 1부   (첨부 양식 참고) 

∙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1부

∙ 소득분위 확인서 1부  (5분위 이내만 접수 가능)

∙ 기타증명서류 (장애인등록확인서,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타

교

생

<아래 서류 소속대학으로 제출> 

∙ 신청서 1부  (첨부 양식 참고)

∙ 꿈과 열정 계획서 1부   (첨부 양식 참고) 

∙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1부 (첨부 양식 참고)

∙ 소득분위 확인서 1부  (5분위 이내만 접수 가능)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증명서류 (장애인등록확인서, 새터민확인서,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본

교

생

① AIMS 온라인 지원 

  ∙ AIMS 학사(학부) → 국제협력 → 교환/복수학위 지원서 작성 

    - 지원하고자 하는 파견대학을 정하여 희망하는 순서대로 신청 (최대 3지망까지 신청 가능) 

② 온라인 서류 제출 

  ∙ 아래 링크에서 설문지 작성 후 모든 서류 업로드 

    온라인 서류제출 바로가기  (https://bit.ly/2JG3JD6)  

   ※ 구글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아주대 메일로 로그인 가능) 

타

교

생

①  제출서류를 모두 본인 소속대학으로 제출 

②  소속대학에서 서류 검토 후 아주대학교로 추천 대상자를 추천함 

  ∙ 공문으로 추천하며, 학생의 서류를 스캔하여 아주대학교로 제출 

  ∙ 각 대학별 최대 3명까지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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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대상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하여 현지적응을 위한 사전 및 사후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전체 일정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학점인정 

   

○ 본교생 학점인정 

   - 프로그램 수료자는 2019년 여름방학 교양선택 3학점 인정 

   - 단,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료하지 못한 자, 2019. 8월 졸업예정자 등은 학점인정 불가 

      ※ 타교생 참가자의 학점인정이 불가하며, 학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학교와 사전에 확인 요망 

유의사항 

○ 본교생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IMS, 온라인으로만 접수 (방문접수 불가) 

    - 반드시 AIMS 접수 완료 후, 지원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설문지에 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함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심사 진행함) 

    - 지원 서류의 파일명은 “학번, 이름, 서류종류”로 명칭 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650001_홍길동_꿈과열정계획서  /   200650001_홍길동_가계곤란서류1) 

합격자 OT 2019. 5. 10(금) § 모든 합격자 필참  

사전교육 2019. 6월 마지막 주(1주) § 파견전 OT, 발대식, 참가자 진단, 기초교육, 소양교육 등 

사후교육 2019. 9월 중 
§ 참가자 진단 및 결과비교, 진로지도, 성과발표회, 대학별 

간담회, 멘토링 등 

인정학기   2019년 여름방학 

학수구분   교양선택

과목명   해외연수 1 (기 취득자의 경우 해외연수 2)

성적부여방식   Pass or Fail 

인정학점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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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교생 유의사항 

    - 타교생은 본인소속대학 추천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소속대학 안내사항에 따라 각 소속대학으로 지

원서 및 서류 제출 (소속대학의 추천 없이 아주대학교로 직접 제출 불가함) 

    - 아주대학교로 2019.4.16(화)까지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므로, 소속대학에서는 추천대상자 검토를 위하여 

서류접수를 사전에 마감할 수 있으므로, 세부 일정은 각 소속대학별 진행 절차에 따름 

    - 각 대학별로 진행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학교 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진행부서를 

확인하여 서류접수를 진행하도록 함 (예-장학팀, 국제팀 등) 

○ 프로그램 참가 유의사항 

    - 모든 참가자는 프로그램의 전체 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행동

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전체 일정 중 개별행동 및 개인일정으로 인한 프로그램 불참, 중도 탈락 등 불가하며, 사전 ․ 사후 교

육 및 현지 프로그램 참가를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결석, 중도 탈락 등) 지원금 환수, 학점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본 프로그램 합격 후 제반 수속이 진행되는 도중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참가 취소가 발생할 시, 

준비기간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환불 등의 조치 가능 

 

문의사항 

○ 아주대학교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관련 문의 

   국제교류팀   ☎ 031-219-2171~2172     * afteryou@ajou.ac.kr   (위치: 율곡관 312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http://www.ajou.ac.kr/oia 

○ 본교생 장학/소득분위 관련 문의 

   학생지원팀   ☎ 031-219-2038          * janghak@ajou.ac.kr   (위치: 신학생회관 1층) 

○ 파란사다리 사업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mailto:afteryou@ajou.ac.kr
http://www.ajou.ac.kr/oia
mailto:janghak@ajou.ac.kr
http://www.kosaf.go.kr


해외대학�연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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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미국 공립대학 중 4위, 세계대학 21위(THE World Ranking)

   - 미시간대학 내 한국학센터에서 진행(English Language Institute, ELI 강사진 강의) 

   - 위치: 미국 미시간 주, 앤아버 (Ann Arbor) 

▸ 프로그램 진행기간

- 2019.7.15.(월).~2019.8.9.(금) (4주) 

- 프로그램 전․후 출국/귀국 예정 (추후 확정) 

▸ Intensive English Language Classes | 영어집중수업 

- 수준별 2개 반 편성 (초급반, 중급반) 

- 본교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customized program) 

- 월~목 하루 4~5시간 교육 (주당 18시간) 

- Morning Core : Academic Reading, Writing, Editing, Listening, Speaking, Presenting

- Afternoon Workshop : Academic Vocabulary & Research Skills, Capstone Project 

▸ Capstone Project  | 캡스톤 프로젝트 

   - 팀을 이루어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과제를 수행하여 프로그램 종료 시 수행결과를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활동 (현지인 대상 인터뷰 수행 등)  

▸ Off-campus Engaged Learning | 문화체험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 

- 매주 금요일 cultural immersion 프로그램 참가, 사회봉사 프로그램(양로원 방문 등) 

- 미시간대학교 Student ambassador(학생버디) 1명에 본교생 3명~5명 배정

▸ Accommodation | 숙소 

   - On-campus dormitory : 2인실 (인터넷, 휴게실, 스터디룸, 세탁기(유료), 식당 등) 

▸ 소요비용 

   - 전액장학지원: 학비, 기숙사비, 항공비, 보험료 

   - 불포함 내역: 식비, 비자수수료(F1 비자), 현지 교통비 (약 150만원 내외) 
     ※ F-1(학생비자) 발급에 따라 비자수수료 약 40~50만원 소요예상 

   - 단체항공일정으로 진행, 귀국일정은 개별 변경가능하나 추가비용발생 시 본인부담 

    ※ 전체 프로그램 내용은 상대교와의 프로그램 진행 협의 확정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1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간대학) 프로그램

√ 본교생만을 위한 고강도 영어집중 교육 

√ 캡스톤 프로젝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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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미국 공립대학 중 16위, 세계대학 25위(THE World Ranking)

   - 위치: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Seattle)

▸ 프로그램 진행기간

- 2019.7.8.(월).~2019.7.26.(금) (3주 수업) + 7.27(토)~8.2(금) (1주 팀프로젝트) 

- 연수 프로그램(3주) 후 1주 간 팀별 프로젝트 수행 

- 프로그램 전․후 출국/귀국 예정 (추후 확정) 

▸ Language & Culture Short Term English Program (STEP) | 영어집중수업 (3주) 

   -  월~금 하루 3시간 교육 (주당 15시간), 워싱턴대학의 어학프로그램에 참여 

   -  Reading, Writing & Editing, Listening, Speaking & Presenting, Pronunciation 등 

-  전세계 다국적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반구성하여 영어집중수업 및 생활 속 말하기 

▸ Team Project | 팀프로젝트 (1주) 

- 3주 수업 종료 후 1주일 간 워싱턴대학 파견자 간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 합격자 발표 후 팀구성, 팀프로젝트 주제 선정, 계획서 제출, 프로젝트 수행 후 결과물 제출 

- 팀프로젝트 수행경비 1인당 80만원 내외 지원금 지원 예정 

▸ Afternoon Activity | 방과 후 활동 

- 매주 약 2회 UW 학생들과 함께하는 Field trip 프로그램 

- Pike Place Market, Volunteer Park, Pioneer Square, Seattle Art Museum, Bainbridge Island 등 

▸ Accommodation | 숙소 

   - On-campus dormitory : 2인실 (인터넷, 공동 휴게실, 주방시설, 세탁실 등)

   - 수업진행 건물에서 도보로 약 15분 소요

   - 학교에서 제공하는 Meal Plan 의무 구매 (Meal Plan 하루 2끼 약 USD25 내외, 추후 안내)

▸ 소요비용 

   - 전액장학지원: 학비, 기숙사비, 항공비, 팀프로젝트 수행비, 보험료 

   - 불포함 내역: 식비, 비자수수료(ESTA), 현지 교통비 (약 100만원 내외) 

   - 단체항공일정으로 진행, 귀국일정은 개별 변경가능하나 추가비용발생 시 본인부담 

※ 전체 프로그램 내용은 상대교와의 프로그램 진행 협의 확정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2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워싱턴 대학) 프로그램

   √  다양한 학생과 함께하는 영어집중 교육 

√ 1주간 자율 팀프로젝트 수행



√ 세분화 된 수준별 중국어 교육  

√ 중국인과 개별 언어실습, 다양한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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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 중국 대학 순위 7위, 상해 내 2위 (THE China Ranking)

   - 위치: 중국 상해(Shanghai)

▸ 프로그램 진행기간

- 2019.7.8.(월).~2019.8.2.(금) (4주)

- 프로그램 전․후 출국/귀국 예정 (추후 확정) 

▸ Intensive Chinese Language Classes | 중국어집중수업

   - 상해교통대 어학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 레벨테스트 후 수준별 반편성 

   - 중국어속성반(기초 7개 레벨), 비즈니스중국어과정(중급, 고급) 

   - 월~금 오전 3시간 교육 (주당 15시간) 

▸ Language Buddy |  중국어실습 버디 

   - 개별 언어연습을 위한 버디(푸다오) 배정 (중국학생 2~3명 당 1명) 

▸ Optional Course |  선택과목  

   - 1주 1회 수업: 중국서예, 무술, 태극권 

    ※ 위의 과목 중 희망하는 1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단, 인원제한으로 수강 불가할 수 있음) 

▸ Cultural Activities and Field Trip  |  과외활동 및 여행 

   - 황푸강 야간 유람선(7월 12일), 서커스 관람(7월 18일) 

   - 항주 · 오진 1박 2일 여행(7월 28일 ~ 7월 29일) 

▸ Accommodation | 숙소 

   - Hotel near the campus : 학교 근처 호텔 (Kailun Hotel) (예정) 

   - 무료 WIFI, 에어컨, 1회용품, 청소서비스, 취사 불가 

▸ 소요비용 

   - 전액장학지원: 학비, 기숙사비, 항공비, 보험료 

   - 불포함 내역: 식비, 비자수수료, 현지교통비 등 (약 70만원 내외) 

   - 단체항공일정으로 진행, 귀국일정은 개별 변경가능하나 추가비용발생 시 본인부담 

※ 전체 프로그램 내용은 상대교와의 프로그램 진행 협의 확정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3 중국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상해교통대학)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