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NGO 진출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OnDream Global Academy)
제5기 참가자 모집 공고
국제기구 및 NGO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OnDream Global Academy)]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과정은 전액 장학금으로 운
영되며, 수료생이 국제기구/NGO 진출 시 지원금까지 지급하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
그램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주관하며, 고려
대 국제학부/국제대학원이 협력합니다. 국제기구 및 NGO 진출을 준비하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모집 대상
- 국제기구/NGO 진출 예정자 및 희망자
(학부생 및 만30세 미만(군필자 만32세 미만)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모집 인원
- 30명 이내
3. 프로그램 기간
- 2021년 5월~2022년 2월
4. 지원 자격
- 국제기구 및 NGO 진출에 대한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진 자 (JPO 준비생 포함)
- 학부생 및 만30세 미만(군필자 만32세 미만)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이중국적자 허용)
-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유효기간/성적 제한 없음. TOEFL·IELTS·TEPS·TOEIC 중 택1)
- 영어 외 유엔 공용어 사용가능자 우대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 국제기구/NGO 인턴십 경험자 우대
- 미국 현장학습에 따른 출입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 참석이 가능한 자 (80% 이상 출석시에만 미국현장학
습 참여기회를 부여함. 단, 봄/여름학기 이수 후 국제기구/NGO 진출시 근무경력
으로 출석 대체 가능)
5. 프로그램 일정

- 봄/가을학기: 주 1회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6시 고려대, 각 10주/10주)
*2021년 봄학기 일정: 4/30(금) 입학식, 5/7(금)~7/16(금) 강의

- 여름학기: 국내 현장학습 (4일간, 2021년 7월중)
- 겨울학기: 미국 현장학습 (2주간, 2022년 1월중)
※ COVID-19 방역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할 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수 있으
며, 국내/외 현장학습 일정 역시 조정될 수 있음.

6. 참여 혜택
- 참가비 전액 장학지원 (해외현장학습 포함. 단, 통학을 위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 국제기구/NGO 진출시 선별적으로 지원금 지급 (1인당 최대 3회, 총 900만원)
7. 지원 방법
- 2021년 3월 29일(월)까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접수 (이메일/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o 지원서 제출 페이지: ondreamglobal.info
o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진로계획서, 영문에세이 각1부 (소정양식)
(OGA 블로그 ondreamglobal.org 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영문에세이 주제: 국제이슈 관심분야의 문제와 해결방안 (A4 2장 이내로 작성)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1) 학부(대학원)성적표, (2) 공인영어(외국어)성적표, (3) 경력
증빙서류, (4) 수상증빙서류 스캔파일을 4/13(화)까지 이메일(ondream@korea.ac.kr)로
별도 제출. 증빙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합격이 취
소될 수 있음.

8. 선발 일정
- 서류 접수: 2021년 3월 29일(월) 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2021년 4월 9일(금)
- 면접: 2021년 4월 16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4월 23일(금)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21년 4월 30일(금) 오후 4시 30분
- 봄학기 개강: 2021년 5월 7일(금)부터
[문의]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온드림글로벌아카데미 사무국
전화 02-3290-2930
이메일 ondream@korea.ac.kr
블로그 www.ondreamglobal.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ondreamglob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