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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지정공모기관 소개(12개 기관) 

 

 

■ 2021년 선정 지정공모기관  

연번 국가 기관명 분야(전공) 

1 

미국 

(3) 

Bloomfield College 보건(간호) 

2 I Global University 공학(IT)/경영 

3 Western Iowa Tech Community College (WITCC) 보건(간호) 

4 
캐나다 

(2) 

Arbutus College 경영∙관광∙영어교육 

5 McGill University 공학(IT∙Engineering) 

6 
영국 

(2) 

Burton and South Derbyshire College (BSDC)  디자인/헤어∙뷰티 

7 Westminster Kingsway College 디자인(영상∙시각) 

8 
호주 

(2) 

James Cook University 보건(의료)/헤어∙뷰티 

9 Northern Sydney Institute, TAFE NSW  호텔∙조리/디자인(그래픽∙건축) 

10 
뉴질랜드 

(1)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UT) 호텔∙조리/공학(자동차학) 

11 
일본 

(1) 
西日本短期大学 (니시니혼단기대학) 호텔∙조리 

12 
중국 

(1) 
East China Normal University(화동사범대학) 경영/디자인(그래픽∙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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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도시: 뉴저지주 블룸필드시 (Bloomfield) 

 주소: 467 Franklin Street, Bloomfield, NJ 07003, USA 

유  형 국립 □    공립 □    사립 ■    그 외 □ _______________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1,800 여명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50여명, 3% 

담당자 
 현지담당자: Dr. David Kang (국제교육처 처장),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전화: 1-201-953-1820, 이메일: david_kang@bloomfield.edu 

 

■ 프로그램 

전공/분야 보건(간호∙의료): 간호, 방사선, 물리치료, 임상병리, 의료행정 

프로그램(1) 

- 비대면 

 현지적응교육: 8 주 

 산업체실습: 8 주 (온라인) 

프로그램(2) 

-비대면+대면 

 현지적응교육: 4 주 

 산업체실습: 12 주 (온라인 8주, 현지파견 4주) 

실습처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 기관명: (1) Newark Beth Israel Medical Center, Newark, New Jersey 

       (2) Holy Name Medical Center, Teaneck, New Jersey 

         (3) St. Barnabas Hospital (Bronx) New York 

(4) Mountainside Medical Center, New Jersey 

비용(1) 

- 비대면 

현지화 $5,500 (USD) (한화: 약 6,083,250원) 

 포함내역: 16주간 교육비용 (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매칭), 관리운영비(교재비, 
Technology 비용) 

 불포함내역: 해당 사항 없음 

비용(2) 

-비대면+대면 

현지화 $7,200 (USD) (한화: 약 7,963,500원) 

 포함내역: 16주간 교육비용(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 매칭), 현지체제비(4주간  
기숙사비, 실습기관 교통비), 관리운영비(교재비, Technology 비용) 

 불포함내역: 항공료, 비자발급비, 현지보험료, 식대비 

1.      (미국) Bloomfield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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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비대면+대면 

기숙사 ■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_ 

 기숙사(Franklin Residence Hall) 및 강의실 비롯한 모든 교육시설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함. 

 24시간 교내 안전보안요원이 1층에 상주하고, 건물출입은 학생증으로만 가능함. 

 기숙사내에 학생들의 편의시설인, 24시간 피트니스 센터, 소극장, 오락시설 

(탁구, 당구), 컴퓨터실, 그룹 스터디 실, 세탁시설, 라운지 등이 갖춰져 있음. 

특이사항 

 15년 이상의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병원 실무진으로 구성된 교수진을 통하여 전공수업을 실시함. 

 뉴욕/뉴저지주의 대형병원 간호사들로부터 현장실무 위주의 온라인 실습을 실시함. 

 Zoom을 활용한 생동감넘치는 실시간 화상수업 및 온라인 현장실습 실시함. 

 Google Classroom을 활용하여, 수업진행 및 학습자료 개발 및 진행함. 

 이중언어 학습 전공자들로 구성된 교수진의 체계적이고 생동감넘치는 수업진행함. 

 블룸필드에서 개발한 진단평가 및 성취도 측정을 통한 학습효과의 극대화함. 

 블룸필드 자체개발 영어학습 교재를 통한 영어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킴.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프로그램 운영진을 통한 학생들의 불편함 최소화함. 

 학생들과의 맨토링세션을 통한 피드백수집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최대한 반영함. 

<(추가사항)비대면+대면 프로그램> 

 블룸필드대학교의 전공과목을 청강하고, 학부생과 활발한 교류를 실시함.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나이아가라 폭포 등의 문화 체험학습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교육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함. 

담당자 

Dr. David Kang, Ph.D., Assistant Vice President, Bloomfield College 

Dr. Frances Mal, Ph. D., Chairperson of Nursing Division, Bloomfield College 

Dr. Lori Palmieri, Ph.D., Professor of Nursing Division, Bloomfield College 

Dr. Angela Babaev, DNP, Vice President of St. Barnabas Hospital (Bronx), NY 

Ms. Jessica Ho, RNC, Clinical Coordinator, Newark Beth Israel Medical Center, NJ 

Ms. Ava Parlelee, MS, RN, CPON, Newark Beth Israel Medical Center, NJ 

Ms. Rachel Kieffer, MSN-RN, Holy Name Medical Center, NJ 

Ms. Joyce Ng, MA, ESL/Communication Skills/Nursing English Specialist 

Mr. John Cleaveland, MA, ESL/Communication Skills/Nursing English Specialist 

Ms. Claudine Wright, MA, ESL/Communication Skills/Nursing English Specialist 

Ms. Simona Abidib, MA, ESL/Communication Skills/Nursing English Specialist 

Ms. Soyun Park, MA, MBA, Associate Director of International Programs 

Ms. Lisa Richlan, Program Coordinator of International Programs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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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미국, 도시: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주소: 8133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유  형 국립 □    공립 □    사립 ■    그 외 □ _______________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500 여명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100여명, 20% 

담당자 

 현지: Shane Cho, I Global University, Vice President, 703-991-0601 

       김유선, PLUS Career Inc 미국 총괄, 부사장, 917-460-1419 

 국내: 박대헌, ㈜플러스커리어코리아 한국 총괄, 팀장, 02-561-6306 

 

■ 프로그램 

전공/분야 
 공학(IT): 소프트웨어학, 모바일인터넷학 등 IT관련 전공 

 경영: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마케팅 등 경영 세무관련 전공 

프로그램 
 현지적응교육: 4주 

 산업체실습: 12주 

실습처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기관명: 51 Careers, A Typical Digital, Advernation, AirCook, Aland, Bling,  

CDA(Creative Digital Agency), Changing the Present, Comegen America, 

Dpark Corporation, Dr B Performance Coach, Econoworld Agency Inc, Elago, Elite 

Group, ESSENCE NY INC, Family Plan, FYID NYC, Labella Cosmetics LLC, Life of 

Emerald, Lunch ID, Mozzign Inc, NU Inc, Pison Contents, Stratera Technologies, 

Stratio, Inc, Subdream studios, Sun Quest, Sunrise Senior Service LLC, Sup Solution, 

SVIYP, Teraimmune Inc, Tin Can, W Concept USA Inc. Zen Nest, Zone tap 

비용(1) 

-비대면 

 

현지화 USD 3,400 (한화 : 약 3,910,000원) 

 포함내역: 16주간 교육비용(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매칭 등),  

관리운영비(학습도우미 연계 및 간접비 등) 

 불포함내역: 해당사항 없음 

비용(2) 

-비대면+대면 

현지화 USD5,140 (한화 : 약 5,911,000원) 

 포함내역: 16주간 교육비용(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매칭 등), 

관리운영비(학습도우미 연계 및 간접비 등), 현지보험료, 현지체제비(4주간 숙박비) 

 불포함내역: 항공료, 식대, 현지교통비, 비자발급비 

2.      (미국) I Glob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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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비대면+대면 

 

 

기숙사 □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_ 

- 8201 Old Courthouse Rd, Vienna, VA 22182 USA(버지니아 중심가 위치) 

- 교육기관인 비엔나 IGU University 캠퍼스에서 도보 9분 거리 

- 주변에 Walmart 등 수퍼마켓 도보로 이용 가능  

- 숙박시설 자체 취사가능, 냉장고, 마이크로 웨이브, 화장실, 샤워실 완비 

- 걸어서 20분 거리에 지하철 역 위치 (Tysons Corner Metro Station) 

- 버지니아 중심지 인 타이슨스 갤러리아 차로 5분 거리 도보 20분거리 

-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숙박 업체로 인가된 안전성이 검증된 숙소 

- 각 방 별 무선인터넷(Wi-Fi) 이용 가능 

  
  

 

특이사항 

 2020년도 온라인 현장실습 강릉원주대, 건국대(글로컬), 덕성여대, 대림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등 진행 완료 

 온라인 현장실습 정량평가 총 5점 만점에 평균 4.5점 이상 기록 

 영문이력서 수정, 1:1 모의인터뷰, 온라인 해외취업교육(동영상 청취) 등  

4주 어학연수 교육 진행과 별개로 해외취업 교육 진행 

 현장 학습 기간 중 1회 글로벌 관계자 특강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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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 국가: 미국, 도시: 수시티 (Sioux City) 

 - 주소: 4647 Stone Ave, Iowa 주 

유  형 국립 □    공립 ■    사립 □    그 외 □ _______________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7,500명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100여명, 1.3% 

담당자 

 현지: 성명 James Zuercher, /직책  Program Coordinator (현지실무)교수,  

연락처712-274-8733 , 이메일 주소: James. Zuercher@witcc.edu 

 국내: 성명 Lee Donghoon (이동훈), 직책: 매니저, 연락처:010-4035-9885 

       이메일 주소: 2donghoon73@naver.com  

 

■ 프로그램 

전공/분야 보건(간호): 간호학과  

프로그램(1) 

-비대면 

 현지적응교육: 8주 

 산업체실습: 8주 

프로그램(2) 

-비대면+대면 

 현지적응교육: 4주 

 산업체실습: 12주 (대면 4주 미국 현지병원실습 포함) 

실습처 

온라인 현장실습 주관 기관: WITCC (https://www.witcc.edu) 

- 온라인 실습업체: (SwiftRiver Virtual Clinical), SwiftRiverOnline.com 

- 현지 실습업체: Mercy Hospital/ Opportunities Unlimited 예정 

비용(1) 

-비대면 

현지화 USD: 4,500달러 (한화 : 약 5,130,000원) 1USD: 1,140원 기준 

 포함내역: 16주 교육비용(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매칭 등),  

관리운영비(학습도우미 연계 및 간접비 등) 

 불포함내역: 필요시 전공책 구입 

3.      (미국)Western Iowa Tech Community College 

https://www.witc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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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2) 

-비대면+대면 

 

현지화 USD: 5,500달러 (한화: 약 6,270,000원) 1USD: 1,140원 기준 

  포함내역: 16주간 교육비용(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매칭 등),  

관리운영비(학습도우미 연계 및 간접비 등), 현지체제비(4주 기숙사비),  

  불포함내역: 항공료, 현지교통비, 비자발급비, 보험료(한국에서 가입 약 10만원),  

식대(약 50만원: 개인 취사) 

숙소 

-비대면+대면 

기숙사 ■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_ 

위치: 기숙사와 학교(교실)과의 거리 약 200M 정도 (도보 3-5분) 

기숙사와 현장학습실습 병원의 거리는 버스로 30분이내 (차로 15분이내) 

숙소내 관리인: 상주 거주 .보안팀 24시간 운영 (최소 2명 이상) 

500개 넘은 CCTV로 캠퍼스 모니터 함. 보안관이 2시간 한번 캠퍼스 순찰 

특이사항 
수년간의 글로벌현장학습 경험 보유, 한국에 한국 사무소가 있어서 학교 및 학생들과 

직접 직접소통 가능, 미국 현지(국제교류처 학장)에서 학생 관리 및 수업 지도  

담당자 
 현지교육 총 총괄: Dr. Terry Yi (Dean of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현장실습 담당자(Coordinator): James Zuercher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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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캐나다, 도시: 밴쿠버  

 주소: 473 W Hastings St, Vancouver, BC V6B 1L 

유  형 국립 □    공립 □    사립 ■    그 외 □ _______________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350여명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280여명, 90% 

담당자 
 현지: Ms. Stephanie Jin, +1-778-862-4537, studentadvisor@arbutuscollege.com 

 국내: 장의중 실장, 010-8662-2936, eek@eliteedukorea.com 

 

 

■ 프로그램 

전공/분야 

경영∙관광∙영어교육 

• 경영 서비스계열: 경영, 행정, 회계, 창업경영 등 

• 관광 서비스계열: 관광서비스 경영, 글로벌 관광 등 

• 영어 비즈니스계열: 영어, 영어교육, 관광영어 등 

프로그램 
 현지적응교육: 8 주  

 산업체실습: 8 주  

실습처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 Arbutus College는 학생의 전공 ,  졸업 후  진출분야 파악은 물론 ,  학생  역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체로 매칭. 

- 기관명: 

업종분야 업체명 업무내용 

교육 
Acsenda School of Management, Arbutus 

College, Sprott shaw language College 등 

학교 행정 및 마케팅팀  

업무지원 

금융·회계 
SMG Advisors, CedarTree Finacial,  

J.Y.Kim & Associates 등 
회계사 업무 지원 

홍보·마케팅 Edvisor, Health Mega Mall, Urbanity 등 온라인 홍보업무 지원 

4.      (캐나다) Arbutu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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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1) 

-비대면 

현지화 CAD 6,280 (한화 : 약 5,714,000원) [* CAD 1 = KRW 910 적용] 

 포함내역: 16주간 교육비용(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매칭 등), 관리운영비 

(학습도우미 연계 및 간접비 등) 

 불포함내역: 해당사항 없음 

비용(2) 

-비대면+

대면 

현지화 CAD 7,733 (한화 : 약 7,037,000원) [* CAD 1 = KRW 910 적용] 

 포함내역: 16주간 교육비용(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매칭 등), 관리운영비(학습 

도우미 연계/간접비 등), 현지보험료, 현지체재비 (4주간 숙박비, 식대비, 교통비 등) 

 불포함내역: 왕복항공료, 비자신청 및 발급비 

숙소 

-비대면+

대면 

기숙사 □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_ 

 현장실습 산업체와의 거리 

평균 40 ~ 50분 소요 (도보시간 + 대중교통 이용시간 포함.) 

※ 대부분의 실습 산업체는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해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높음. 

※ 숙소배정 시 현장실습 산업체와의 거리 및 교통 편의성 최대한 고려하여 배정. 

 숙소 제공사항 

개인 방 (1인 침대, 기본 침구류, 책상, 옷장 포함), 식사 (1일3식 제공),  

무료 인터넷, 무료 세탁 서비스 (주 1~2회, 홈스테이 가정마다 상이 함) 

 관리내용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시 숙소 소개 및 주의사항 전달, 파견학생대상 숙소 선호도 조사, 

배정완료 후 홈스테이 상세정보 전달 

(출국 후) 학생 현지 입국관리 및 수송(공항 → 숙소), 현지체류 지원 및 관리, 간염병 특

별관리(코로나 대응수칙관련 교육 실시, 지속적인 학생건강 체크) 

특이사항 

• 학생들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동기부여를 위한 멘토링 및 특강 운영 

• 다수의 Co-op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습참여 경험이 많은 기업들과의 탄탄한 산학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비대면 방식으로도 실습학생 눈높이에 맞는 실습업무 

제공 및 관리가 용이 

• 최적의 현장실습 산업체 매칭을 위한 ‘일대일 인턴상담’ 진행 

- 학생 역량파악, 실습처 매칭 및 정보제공, 실습관련 애로사항 파악, 해결 등 

• 국내 및 현지 담당자를 통한 학생의 지속적인 현장실습 수행 정도 파악, 관리 진행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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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캐나다 , 도시: 몬트리올 

 주소: 688 Sherbrooke Street West, Montreal, Quebec, Canada, H3A 3R1 

유  형 
국립 □    공립■    사립■    그 외 □ 

사립대학이나 퀘벡주 내 공립대학과 같은 지원체계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38980 명 (2019-2020년 등록 기준)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8029   여명, 20.6% 

담당자 
 현지: 유영기, Michael Bujold, President of Groupe Somang Inc,  

       Tel. 514-449-9401/ e-mail: mbyk@hotmail.com / 카카오톡 ID:  miwon70  

 

■ 프로그램 

전공/분야 공학(IT∙Engineering) 컴퓨터/IT, 전기, 전자, 기계공학 등 

프로그램 
 현지적응교육:  8주,   

 산업체실습:  8주 

실습처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온라인 현장실습 주관 기관:  

McGill-SCS (Experiential learning) & Groupe Somang Inc (Business English, 

Experiential Learning for the workplace and Workshops) 

예시) daily-base work duty 또는 project-base work cooperation. 

- Data For Good – Montreal, - Data Mining, - WE Charity Canada, - Kelvin Emtech 

- Neuro Tracker, Bauer Hockey Corp, - The Pathwayz Group  등 

비용(1) 

-비대면 

현지화: CAD 6,985.00 (한화: 약 6,320,000원) 

 포함내역: 현지적응교육(3420 CAD), 현장실습(Experiential Learning for the Work 

Place and workshop) (2815 CAD) , 관리운영비(500 CAD), 간접비 (250 CAD) 

 불포함내역: 해당사항 없음 

비용(2) 

-비대면+대면 

현지화: CAD 8,910.00 CAD (한화 : 약 8,060,000원) 

 포함내역: 현지적응교육(3420 CAD), 현장실습(Experiential Learning for the Work 

Place and workshop) (2815 CAD) , 관리운영비(500 CAD), 기타 간접비 (250 CAD), 

현지 숙박비 (4주- 1000 CAD) 및 식대비 (800 CAD), 현지 보험료 (125 CAD). 

 불포함내역: 항공료, 현지교통비, 비자 발급비 

5.      (캐나다) McGill University 

mailto:mby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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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비대면+대면 

기숙사 □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_ 

 국제학생 레지던시 시설: 몬트리올 다운타운 위치.  

국제학생을 위한 생활 및 편의시설 보유(수영장/사우나, 운동시설, 스터디룸, 공용 

부엌 등)숙소에서 McGill-SCS (교육기관)까지 도보로 5분거리 (800m 거리). 

특이사항 

- 현지적응교육프로그램 (Intensive Language and Culture) 기간동안, 학생들의 각자의 

영어능력 증진 및 북미문화 습득을 최대한 성취하여, 다음 단계인 현장학습프로그

램 연계 시 개별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비. 

- 현장학습프로그램 (Experiential Learning Program)의 Business English for the 

Workplace program을 통해, 북미지역내 구직과정 (CV 작성 및 job interview) 인지, 

직장문화 습득, 직장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대처 및 극복방안, networking 등 경험 

- 현장학습프로그램 (Experiential Learning Program)의 Business English: workshops 

and seminars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북미지역 업체/기업인 (corporate people: 

CEO, Human Resources, Manager etc.)과의 전공연계/창업관련

workshop/seminar/project를 통해, 미래 직장생활시 또는 창업 시 필수로 갖추어야 

할 소프트 스킬 (soft skills) 경험 및 개발하도록 함. 

담당자 

총괄: Groupe Somang Inc- 유영기 & Michael Bujold  

McGill-SCS – Effie Dracopoulos, Suzanne Bonn 

Experiential Learning For the Workplace- Paul Raso 

Workshop/Seminar- Amber Vanderburg, Dan Blackburn, etc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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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영국, 도시: Burton 시/ Derby 시  

 주소: Town Centre Campus, Lichfield Street, Burton upon Trent, Staffordshire 

유  형 국립 □    공립■    사립 □    그 외 □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8,000 여명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700 여명, 9%  

담당자 

 현지: Ann Walton, International Operation Manager, 

      +44 1283494804, ann.walton@bsdc.ac.uk  

 국내: 손경문, Regional Director, +44 7789 636 595 /+82 10 5124 4264, 

      카카오 ID: (realsam81), sam.son@burton-college.co.kr  

 

■ 프로그램 

전공/분야 
 헤어∙뷰티: 헤어, 뷰티, 에스테틱 관련 전공 분야 

 디자인(산업∙제품):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용디자인 등 

프로그램 
 현지적응교육: 8주 

 산업체실습: 8주 

실습처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 버튼 컬리지 직영 산업체에서 진행. 

- 기관명:  

(1) 헤어/뷰티계열 Innovation Salon [이노베이션살롱] 

(2) 디자인계열 Hardy’s Signs사, HiyGroup사, Alive!사 와 협력 진행 

비용(1) 

-비대면 

현지화 GBP 3,000 (한화: 약 470 만원) 

 포함 내역: 비대면 어학교육, 비대면 직 교육, 비대면 현장실습/평가, 관리운영비 

비용(2) 

-비대면+대면 

현지화 GBP 4,288 (한화: 약 672 만원) 

 포함 내역: 비대면 어학교육, 비대면 직 교육, 비대면 현장실습/평가, 관리운영비, 

 공항교통 (버밍험공항), 버스패스, 기숙사 및 홈스테이 이용, 식비, 생활지원 

 불포함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      

(영국)Burton and South Derbyshire College 

mailto:ann.walton@bsdc.ac.uk
mailto:sam.son@burton-colle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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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비대면+대면 

기숙사 ■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_ 

<기숙사 소개> 

- 약 45 분의 통학거리 (약 16km), 버스정류장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1 분 거리 

- 더비(Derby 시)지역 시내까지 도보로 15-20분에 위치 

- Derby 는 인구 30 만 정도가 거 하고 있는 버튼(Burton)지역 보다는 조금 큰 

지역으로 쇼핑몰, 아세안 식료품점 이용 등, 더 편리한 조건에서 생활 가능 

- ROOM ONLY 배정으로 식사는 별도 제공되지 않지만, 공용주방에서 취사 가능 

- 1 인 1 실 원칙 방 배정, 욕실 및 주방 등은 공동으로 사용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비치), 관리 및 보안 직원 상주 

<홈스테이 소개>  

- 학교 인근의(Burson 시) 엄선된 홈스테이에 배정, 1인 1실 배정, 1일 2식 제공) 

특이사항 

<현지적응교육, 어학교육 및 전공 어학교육> 

 CANVAS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 

 2020년 4월부터 한국 일본 등 9개 대학과 어학 교육, 전공 어학 (항공/관광 서비스 

계열, 유아교육, 보건 계열 등 여러가지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으며, 약 95% 이상의 만족도와, 효과를 기록  

 영국 현지 학생들 (Buddy)도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서, 어학 활용 기회 확대 

*온라인 수업모습 영상: https://youtu.be/NSKiF5Gp4hE  

<비대면 현장실습 관련> 

 CANVAS와 MICROSOFT TEAMS를 이용하여, 실시간 세미나, 스킬 관련 녹화 및 실

시간 교육과, 스킬 관련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지원 등으로 진행예정.  

 헤어∙뷰티 계열은, 통합 (헤어와 뷰티, 피부등) 진행하여서, 기술 교육과 실습 진행에 

대한 영상 피드백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위주형식으로 진행 예정 

 디자인 계열 학생의 경우, 프로젝트 브리핑 (실시간 세미나), 진행하면서 피드백 및 

실습, 그리고 프로젝트 평가, 디브리핑-Debrief (실시간 세미나) 형태로, 현지 전세계

적으로 진행되는 원격 근무의 형태 유사하게 진행 예정.  

<대면 현장실습 관련 > 

 학교 부설 산업체에서 실습 진행, 영국인 학습자/도제생/종사자들과 함께 실습 진행 

 헤어∙뷰티 계열: 실습자의 스킬 레벨에 따라, 헤어 디자인 (헤어 커트, 펌, 컬러링, 

신부화장, 특수화장 등), 뷰티 프로그램 (스킨케어, 네일 등). 공통적으로 살롱 운영 

및 뷰티 제고품 관리 와 고객 서비스 실습. 

 디자인 계열: 현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관계

자들의 멘토링,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현장 실습을 진 할 수 있는 형태. 

(HardySigns 社, Alive! 마케팅社, HiyGroup社 참여) 

담당자 

 프로그램 진행 총괄: Ann Walton, International Operation Manager,  

 +44 1283494804, ann.walton@bsdc.ac.uk  

 분야별 담당자: Emma Strange- 디자인 계열, Jackie Heaton- 헤어/뷰티 계열)  

https://youtu.be/NSKiF5Gp4hE
mailto:ann.walton@bsdc.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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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영국         도시: 런던  

 주소:  빈센트스퀘어, 웨스트민스터, 런던 SW1P 2PD 

유  형 국립 □    공립     사립 □    그 외 □ _______________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28,000 여명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6,250 여명 (22%) 

담당자 
 현지: 장승은, 국제처장, M: +44(0)7939 009063 카카오: sclondon 

  E: seungeun.chang@capitalccg.ac.uk 

 

■ 프로그램 

전공/분야 디자인(영상∙시각): 시각디자인, 디지털/방송영상디자인, 게임/에니메이션 컨텐츠 제작 

프로그램 
 현지적응교육: 8주 

 현장실습: 8주 

실습처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실습업체: 참여학생의 실력을 감안, 면접을 통해 최적의 업체와 매칭.  

• 01zero-one, Hopkins Street, London  

• Industrial Light and Magic, Theobalds Road, London 

• Molinare, Soho/Hoxton, London 

비용(1) 

-비대면 

현지화 GBP3,300 (한화: 약 4백95만원)  

 포함 내역: 16주간 교육비용, 현장실습비, 관리운영비 

 불포함 내역: 해당사항 없음 (단, 참가자의 개인 컴퓨터/안정적 인터넷 연결 환경,  

영상촬영/편집 업무수행에 필요시 한국대학의 장비/시설 활용 허가요망)  

비용(2) 

-비대면+대면 

현지화 GBP4500 (한화: 약6백75만원) 

 포함내역: 16주간 교육비, 현장실습비, 관리운영비, 현지체제비(4주간 숙박비,식대비)  

 불포함내역: 항공료, 현지교통비, 해외현지보험비 

7.      (영국) Westminster Kingswa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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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비대면+대면 

기숙사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_ 

 학생전용기숙사 – 2인1실 엥스위트 (실내 화장실/주방 포함) 

 학생숙소와 교육기관/현장실습업체와는 대중교통으로 40분내 거리임.  

 시설: 숙소내 도서관, 세탁시설, 식당/카페, 레저 시설 포함. 보안/수위 24시간 대기 

특이사항 

 전공분야의 특성상, 업무/작업이 컴퓨터 기반으로 이뤄짐으로써 온라인 현장실무의 

실행 및 기대효과가 대면방식 수준으로 가능함 

 본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가상 교실이 구축된 후, 줌, 구글 클라스룸, 그

리고 워드프레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 활용 

 온라인 영어프로그램 운영시 영국에 있는 타국적의 학생들과도 함께 하는 온라인 클

라스 및 런던의 주요 역사, 문화 유적지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세션 마련 

 16주간의 과정 성공적으로 이수 시, 본교 과정 수료증 및 영국 국가 인증 자격증 수

료 가능 

<해외 취/창업 능력 제고> 

 본 전공기술분야는 영국 내 기술자 부족 업종군으로 분류되어, 향후 영국 내 취업으

로 연계 가능  

 현지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영국 국가인증 고용능력기술 자격증 과정 포함 

 본 과정 이수자에 한해, CCCG 과정수료증 및 사후 런던 취업지원 (YMS비자 취득을 

위한 개별상담/조언 및 YMS비자 보유자에 한해 런던내 취업 지원) 

<학생지원/관리> 

 출국 전 브리핑, 안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출석관리, 현장실습시 학생과 실습처 담

당자간의 의사소통 등 지원 업무, 사업담당자와의 주간 면담 세션(한국어) 및 학습도

우미 지원 

 장기간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학생 참

여 프로그램 (온라인 영화, 북클럽 등)에 참여를 독려 

담당자 

 사업총괄책임자: 장승은 국제처장 seungeun.chang@capitalccg.ac.uk 

 학생관리담당자: 리하논 해이독 국제팀장 Rhiannon.haydock@capitalccg.ac.uk 

 적응교육담당자: 조나단 페리쉬 Jonathan.Parish@westking.ac.uk  

 산업체실습담당자: 에릭 무어 studio@01zero-one.co.uk 

관련사진 

 

 

mailto:seungeun.chang@capitalccg.ac.uk
mailto:Rhiannon.haydock@capitalccg.ac.uk
mailto:Jonathan.Parish@westking.ac.uk
mailto:studio@01zero-on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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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호주(Australia), 도시: 브리즈번(Brisbane) 

 주소: 349 Queens Street, Brisbane, QLD, 4000, Australia 

유  형 국립 ■    공립 □    사립 □    그 외 □ _______________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18,273여명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2,600여명, 13% 

담당자  현지: Jimmy Lee, Manager, +61 416 943 535, JLee@sri.edu.au 

 

■ 프로그램  

전공/분야 

 보건(간호∙의료): 보건행정, 병원행정, 의료행정학, 의료경영학, 물리치료학과, 재활

치료, 치위생, 치기공, 작업치료, 안경광학, 간호 

 헤어∙뷰티: 피부관리, 피부건강, 스킨, 메이크업, 네일, 헤어, 뷰티, 화장품 

프로그램 
 현지적응교육: 8주 

 산업체실습: 8주 

실습처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 기관명: Sarina Russo Education Group 

1979년부터 호주 학생과 국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James Cook University 

Brisbane, Sarina Russo Institute, Sarina Russo English, Russo Business School를 통

해 운영, 학생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을 위한 학업에 초점 

비용(1) 

-비대면 

현지화 AUD $5,050 (한화 : 약 4,404,400원)  

 포함내역: 어학, 직무교육, 전공 수업 포함, 오리엔테이션, 비대면 실습 비용,  

실습 평가 비용 학생 관리 비용, 개인 상담 비용, 프로그램 등록 비용 

소프트웨어 운영 비용 

 불포함내역: 해당 사항 없음 

8.      (호주) James Cook University Brisbane 

 



18 

 

비용(2) 

-비대면+대면 

현지화 AUD $6,959 (한화 : 약 6,069,400원) 

 포함내역: 현지적응 교육비용(어학 및 직무), 비대면 현장실습비용, 대면 현장실습

비용, 6주 기숙사 비용,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비용, 침구류, 현지 보험료, 학생 

관리비, 개인 상담비, 프로그램 등록비, 공항 왕복 픽업비용 

 불포함내역: 왕복 항공권, 비자 발급비용, 현지 교통비용, 식사비용, 이동통신비용 

숙소 

-비대면+대면 

기숙사 ■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_ 

 기숙사와 교육기관 및 실습처 거리 

- 교육기관에서 도보 5분 이내 

- 시티 소재 실습처 도보 10분 이내 

- 시티 외곽 실습처 대중교통으로 30~40분 이내 

 주요 편의시설 및 특징 소개 

- 24시간 리셉션 업무(관리 직원 상주) 

- 호텔형 기숙사로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이동 및 생활에 편리 

- 교육기관까지 도보 5분 이내여서 교육기관 동안은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음 

- 카드키를 이용한 출입구, 엘리베이터 통제 시스템으로 보안에 철저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channel/UCb6GWl8HPYWXDfjwXVZgpaA 

특이사항 

- 실무 중심의 호주 교육과정 제공 

- 과제 및 업무 수행 능력 중심의 실습 제공 

- 다양한 Case Study 진행 

- 최종 보고회를 통한 결과 도출 

- 호주 현지 실습처 담당자의 강연 및 질의 응답 프로그램 제공 

담당자 

- Jane Roberts – 프로그램 총괄 진행 

- Jet Lee – 프로그램 총괄관리 

- Rebecca Whyte – 현지 적응교육 진행 

- Troy Sccott – 현장실습 진행 

- Jimmy Lee - 학생관리 

관련사진 

 

https://www.youtube.com/channel/UCb6GWl8HPYWXDfjwXVZg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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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호주, 도시: 시드니 

 주소: See Street Meadowbank NSW 2114 

유  형 국립 ■    공립 □    사립 □    그 외 □ _______________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약 55,000명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약 5,500명 (10%) 

담당자 
 현지: Frederick Millard, Manager, 61-434-565-844, Frederick.millard@tafensw.edu.au 

 국내: 강신후, 실장, 010-3746-7099, gecg1316@gmail.com 

 

■ 프로그램 

전공/분야 
 호텔관광∙조리 

 디자인 (그래픽∙건축) 

프로그램 
 현지적응교육: 8주 

 산업체실습: 8주 

실습처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 기관명: TAFE NSW 기관내 실습처와 정규과정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 연계된 현지

산업체 활용 

비용(1) 

-비대면 

현지화 AUD/호주달러 5050 (한화: 약4,400,000원) 

 포함내역: 16주 교육비용(어학, 직무, 현장실습 과정), 관리운영비 

 불포함내역: 해당사항 없음 

비용(2) 

-비대면+대면 

현지화 AUD/호주달러 8000 (한화: 약7,040,000원) 

 포함내역: 16주간 교육비용 (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매칭 등), 관리 운영비, 

 현지체제비(4주간 숙박 및 식대비 등) 

 불포함내역: 항공료, 현지교통비, 비자발급비 

9.      (호주) Northern Sydney Institute, TAFE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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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비대면+대면 

기숙사 □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_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홈스테이와 임대주택 중 진행 

필요에 따라 외부접촉 최소화를 위해 한국 학생만 쓰는 숙소로 진행 

 실습처가 있는 다운타운과 30분내 가까운 위치로 배정 

 치안환경이 좋고 상점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주택가로 배정 

특이사항 
 TAFE 정규과정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실무중심 온라인 교육 실시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력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과제 중심 실습 

담당자 

 각 전공별 학과 매니저들이 적응교육 등 TAFE 교육프로그램 담당 

 현장실습 연계 및 관리, 교육과정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현지 코디네이터 운영 (Justin Kim, TAFE Student Agency)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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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뉴질랜드, 도시: 오클랜드 

 주소: 55 Wellesley Street East, Auckland CBD, Auckland 1010 

유  형 국립 ■    공립 □    사립 □    그 외 □ _______________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133,000여명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13,300여명, 10%미만 

담당자 
 현지: Elina Min, AUT Representative, +64-27-882-9833, alsekal7293@hotmail.com 

 국내: 정인기, 한국지사 본부장, +82-10-8750-0443, inkej@hanmail.net 

 

■ 프로그램 

전공/분야 
 호텔조조리(제과제빵&바리스타) 

 공학(자동차학) 

프로그램 
 현지적응교육: 8주 

 산업체실습: 8주 

실습처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1) 호텔조조리 분야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 전문 매장은 오클랜드내에 7개 보유하고 있으

며, The Gateau House는 케이크, 디저트, 제과와 제빵 등 15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총 80여명의 직원 중 25명의 전문 제과 인력을 보유  

- 기관명: The Gateau House 

(2) 공학 분야 

오클랜드 북쪽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수리하는 자동차 정비소

로서 현지 고객층이 다양하며, 와이라우 벨리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정비소 

- 기관명: The Local Garage Auckland 

 

10.      (뉴질랜드)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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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프로그램 운영 시> 

(1) 호텔조조리(제과제빵&바리스타) - 기관명: Cié France Bakery  

(2) 공학(자동차학) - 기관명: Auto Super Shoppe LTD 

비용(1) 

-비대면 

현지화 NZD $5,800 (한화 : 약 4,350,000원) [*2020년 11월 2일 750원기준.] 

 포함내역: 교육비(8주 현지적응교육, 8주 현장실습), 관리운영비(8주 온라인 교육, 8

주 실습처 관리 및 운영비), 기타간접비(등록비, 학생관리비) 

비용(2) 

-비대면+대면 

현지화 NZD $7,405 (한화 : 약 5,553,750원) [*2020년 11월 2일 750원 기준] 

 포함내역: 교육비, 현지 체재비(현지 체제비 (4주 숙박비, 식사), 현지 보험료 4주), 

관리운영비(4주), 기타간접비(등록비, 픽업비(2회), 학생관리비 포함) 

 불포함내역: 항공료, 현지교통비, 비자발급비 

숙소 

-비대면+대면 

 

기숙사 □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_ 

 오클랜드 시티 중심에 교육기관이 위치, 실습처와의 거리는 버스로 20-30분정도 

 교육기관과 실습처 근처, 임대주택에서 4주동안 체류 

전문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 및 숙소내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 안전하게 프로그램 

진행.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들의 식단 및 규칙적인 식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하며 위생상태를 점검, 방마다 냉장고 구비/사용 가능  

특이사항 

 

 학생들이 실무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해당 직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인재양성 온라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임.  

 온라인 화상 줌(Zoom)/스카이프(Skype)으로 전반적인 현장실습 소개 

 업무 체계별 진행사항, 고객 관리 등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관찰 및 기록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킬(메뉴&레시피 등)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제출한 실습 영상은 각 실습기관의 실무자가 검토 및 피드백 제공. 이후, 수정작업 

단계를 거쳐 최종 결과물 발표. 사전 온라인 현장실습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 실습

기관의 최종 선택에 따라 향후 정식 취업으로 전환 가능. 

 

주요 분야 세부업무 

관찰 및 기록하기 (온라인화상)기업체 전반업무 및 실무업무 파악하기 

⚫ 고객 응대법 

⚫ 차량정비 및 도구 다루는 법 

⚫ 정비도구 영문 이름 및 사용 설명 

⚫ 보고서작성 및 멘토 질의응답 주요 항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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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와 화상회의 

요약/정리, 질의응답 

Session 

⚫ 업무 파악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업체와 온

라인 화상 미팅 및 질의응답 

⚫ 배운 업무를 리포트형식으로 작성하고 실무담당

자에게 이메일로 보고 

리포트 제출 요약&정리한 내용 및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리포

트 작성하기 

개별 실습 영상 제출 ⚫ 실무담당자에게 배운 내용으로 장비 도구를 사용

하면서 각 대학별 실습 공간에서 실습 진행 

⚫ 실습 내용은 영상을 찍어서 실무담당자에게 제출 
 

담당자 

현지적응교육과 안전관리대책을 위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철저한 운

영 시스템을 통해 진행 

뉴질랜드 담당자 연락처 

성명 담당 업무 연락처 

홍승아 학생관리, 안전관리 +64-21-058-8134 

진규례 현장실습 담당 및 관리 +64-22-570-3310 

Tony 현지 코디네이터 

(한국인 시니어 학생)  

+64-21-040-1667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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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안전한 나라이자 청렴한 나라 1위인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정지역임이 증명된 뉴질랜드는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사업투자 및 투자이민 신청이 활발히 진행중임. 

2021년 오세아니아주에서 호주(시드니)보다 뉴질랜드(오클랜드)에 생활물가 및 주거비용이 월등히 높

음을 나타내고 있음. (*참조: 2021년 오세아니아주 임대료와 집값 순위표 내용 첨부) 

 

 

 

 

참고 뉴질랜드(오클랜드) 생활물가 및 주거비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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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일본, 도시:  후쿠오카 

 주소: 1-3-1, Fukuhama, Chuo-Ku, Fukuoka-Shi, Fukuoka, 810-0066, Japan 

유  형 국립 □    공립 □    사립 ■    그 외 □ _______________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515 여명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150 여명, 29% 

담당자 
 현지: Sakamoto Kayo, 본부장, +81-48-871-9015, team1@lsedu21.com 

 국내: 정지연, 팀장, 02-581-4309, team2@lsedu21.com 

 

■ 프로그램 

전공/분야 

호텔관광∙조리 

 호텔 매니지먼트코스: 일본어전공 관력학과, 호텔관광 전공 관련 학과 등 

 호텔 조리코스: 조리전공 관련학과, 식품영양학과 등 

프로그램 
 현지적응교육: 8주 

 산업체실습: 8주 

실습처 

<비대면 프로그램>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 기관명: 니시니혼단기대학 

<대면 프로그램>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Hotel Nikko Huis Ten Bosch Nagasaki 4성급호텔 

Watermark Hotel Nagasaki Nagasaki 5성급호텔 
 

비용(1) 

-비대면 

현지화 JPY 337,500 (한화: 약 3,712,500원) ※환율적용기준 (100엔 = 1,100원) 

 포함내역: 교육비, 관리운영비, 기타간접비, 비대면 교육 코디네이터비용 

※ 비대면 현장학습 운영에 필요한 코디네이터 역할과 비용 

- 역할: 소그룹회의 개설, 문제발생시 해결, 채팅창에 메시지공유, 기타활동의 보조 

- 비용: 학생 10명당 코디네이터 1명 기준, 1인당 4주비용 13,000엔  

(총16주비용: 52,000엔) 

11.      (일본)西日本短期大学(니시니혼단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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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2) 

-비대면+대면 

현지화 JPY 503,000 (한화: 약5,863,000원) ※환율적용기준 (100엔 = 1,100원) 

 포함내역: 교육비, 현장실습비, 현지체재비, 관리운영비, 기타간접비, 현지보험료 

 불포함내역: 항공료, 현지교통비, 비자발급비 

숙소 

-비대면+대면 

기숙사 ■ (사설기숙사, 학생회관형)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숙소에서 교육기관 거리: 2.6km (도보 35분, 자전거 10분) 

 주요 편의시설 및 특징 소개 

- 룸타입: 1인1실 

- 안심/안전: 방범보안시설 완비 

- 국제교류: 일본인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최적의 국제교류 

- 식사: 조식 / 석식 제공, 기숙사내 식당 완비 

- 시설: 에어컨, 침대, 의자, 옷장, 책상, 스탠드, 욕조 등 

- 후쿠오카 중심지역으로 도심의 편의시설 근거리 위치 

특이사항 

<비대면 프로그램> 

▪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만 있으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수강가능 

▪ 사전학습, 반복학습 가능, 레벨 맞춤형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가능 

<대면 프로그램> 

▪ 특급호텔기업에서 실전업무 기회부여 (인턴십 수료증 발급) 

▪ 현장학습 수료 후, 취업연계 가능 (수행평가점수가 높은 학생은 취업제안) 

담당자 
▪ 현지적응교육 담당자: 정지연 

▪ 현장실습 담당자: 坂本 佳代 (Sakamoto Kayo)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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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위  치  
  국가:  중국 , 도시:  상하이  

 주소: 중국 상하이시 중산북로 3663번지 

유  형 국립 ■    공립 □    사립 □    그 외 □ _______________ 

규  모 
 재학생 수(2020년 기준):  35,000명 이상 

 국제학생 숫자 및 비율(2020년 기준):  4,000 여명, 11 % 

담당자 
 현지: 김중국, 코디네이터, 189-3085-3772, gjchina@naver.com 

 국내: 김성희, 실장, 010-8765-3137, chef33@nate.com 

 

■ 프로그램 

전공/분야 

 경영 (무역/유통/마케팅): 중국어, 경영, 글로벌 관광, 서비스 마케팅 · 유통,  

중국 비지니스 등 

 디자인 (그래픽/IT): 그래픽 · 영상, 멀티미디어디자인, 모바일앱 콘텐츠,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각디자인 등 

프로그램 
 현지적응교육: 6주 (어학 및 전공연계 적응교육) 

 산업체실습: 10주 (실습기반 교육) 

실습처 

현지기업업체 ■    교육기관내 실습처 □    국내기업(해외지사) ■    그 외 □ 

- 기관명: 화동사범대학 및 상해 한국상회 연계기업 배정(정관장 CHINA SHANGHAI ALAN 

BUSINESS SOLUTIONS, INC., Blue International Group, 올림피아국제무역,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상하이대표처, KOINA, BeatSolution, 알리고위챗연구소 등) 

비용(1) 

-비대면 

현지화: RMB 18,900 (한화: 약 325만원) 

 포함내역: 16주간 교육 비용(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 매칭 등), 관리운영비 

(학습 도우미 연계 및 간접비 등) 

 불포함내역: 해당사항 없음 

비용(2) 

-비대면+대

면 

현지화: RMB 26,558 (한화: 약 457만원) 

 포함내역: 16주간 교육 비용(어학, 직무, 현장실습, 업체 매칭 등), 관리운영비 

(학습 도우미 연계 및 간접비 등), 현지보험료, 현지 체재비(4주간 숙박비, 식대비 등) 

 불포함내역: 항공료, 현지교통비, 비자발급비 

12.      (중국)East China Normal University(화동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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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비대면+대

면 

기숙사 ■   홈스테이 □    임대주택 □    그 외 □ _______________ 

- 학교 캠퍼스 내·외 위치, 강의동 도보 20분 거리 

- 학교 근처에 아시아 최대 쇼핑몰 환치우강(Global Habour) 위치 

- 출퇴근 시 지하철 이용 편리, 2인 1실 기준, 인터넷 가능 

- 24시간 기숙사 데스크 직원 상주, 비상시 24시간 연락망 구축 

- 화장실, 욕실, 전화, TV, 침대, 책상, 에어컨, 냉장고 배치 

- 수도, 전기 일정량 무료 사용, 공용 세탁실 유료 사용, 교내 학생식당 이용 

특이사항 

<비대면 프로그램> 

- 현지 산업체 담당자 또는 인턴 관련 담당자가 한국에 파견(출장) 나와 학생들과 안전한 

방법으로 대면 미팅 및 교육 실시 기회 마련 

- 수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 실시 

- 출결/근태 부분을 강도 높게 학점에 반영하게 하여 성실한 실습 유도(ex.포상제도) 

- 방역지침 내에서 소규모 간담회(면담) 통해 실시간 실습상황 점검, 보완 및 지원 

- 기업 내 실무자를 1:1 멘토로 지정 

- 현지 기업의 한국 지사 및 협력 기관을 통한 국내 견학 및 면담(간담회) 추진 

- 온라인의 강점을 살려 명사 특강, 선배 특강, 기업 관계자 간담회 등 비대면 진행 

- 지속적인 인터뷰를 통해 취업 의미 및 역량 파악 후 적성에 맞는 기업체 추천 등을 진

행하여 구인업체-취업자의 성공 취업 지원 

<대면 프로그램> 

- 현지 관리 이원화 (연수 · 생활 영역과 기업 · 인턴십 분야 전문 관리자 배치) 

-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매일 열 체크, 손 소독 등 철저한 방역 활동 

-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점호를 통해 참가 학생들의 철저한 안전 관리 

- 한국부가 있는 상하이 내 지정병원(상해 민항구 중의의원) 통해 위급시 신속 대처 

-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 건물에 현지 한국어 가능한 관리자 24시간 배치 

-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현지 상주하는 한국인 전문 관리자 배치 

- 기업 내 실무자를 1:1멘토로 지정 

- 연 1~2회 ㈜스터디앤트레이닝 주관, 상하이 현지 방문/점검 실시 

담당자 
- 사업실무담당자: 김중국, 화동사범대학 국제교육센터, 코디네이터, 189-3085-3772 

- 사업실무담당자(한국 내): 김성희, ㈜스터디앤트레이닝 실장, 02-522-2595 

관련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