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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참가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1. 관련: 국제교류교육본부-3773(2022.05.25.)
2.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2022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학과내에서 적합한 후보자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개요
◦ 사업명: 2022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 사업목적: 학업 열의 및 국제 활동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장기간 해외 거주 또는
유학 경험이 없는 우리 청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역량을 함양하고
세계시민 (Global Citizen)으로 도약하는 기회 제공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충족자)
- 만 35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4년제 이상 국내 대학에서 1년 이상 재
학 중인 학생 (대학 입학 후 최소 2학기를 마친 학생만 가능)
- 영어 가능자: 토플 iBT 58점 이상 또는 토익 650점 이상인 자
- 학부 학점이 3.0/4.5점 이상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요건 우대사항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서류전형 가산점 3점 (상세사항 붙임2 참고)
- 초등학교-대학교 재학 중 6개월을 초과하여 어학을 비롯한 각종 연수,
진학 또는 인턴십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없는 자
◦ 선발 규모: 최대 40명
※ 환율 요인 등에 의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선발 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6.1.(수) 마감 (장학재단에 추천공문 제출기한)
- 서류 및 면접 평가: 6.6(월) ~ 6.10(금)
- 합격자 발표: 6.14(화)
◦

평가 기준: 붙임문서 1 참조

나. 협조 요청 사항
◦ 요청사항
- 학과 내 커뮤니티에 홍보포스터 안내 및 홍보
- 학과 내 적합한 후보자 추천하여 이메일로 제출서류 제출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을 고려한 후보자 추천 요망
◦ 제출서류
- 지원자 신청서 및 추천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공인영어성적증명서 등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 등 참고)
◦ 제출기한: 5월 31일 17:00까지 ※ 기한 준수 요망
◦ 제출방법: 국제교류교육본부 이메일(iiae777@scnu.ac.kr)로 제출서류 제출
붙임

1.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참가후보자 세부 평가 기준
2. 공고문
3. 신청서 (지원자 작성용)
4.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및 제출서류
5. 추천서 (추천자 작성용)
6. 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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