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21년도 1학기 Study Assistant 매니저 선발 계획(안)

Ⅱ

프로그램 세부계획

◎ 진행일정표
<국제협력부, 2021.02>

Ⅰ

개

기 한

요

◎ 추진목적

비 고

~ 3.9.(화) 17:00

프로그램 활동자 모집

⚬그룹/개인신청 및 학과장 추천

3.11.(목)

선발 및 그룹매칭 발표

⚬개별 문자 및 메일 안내

3.12.(금)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공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메일 발송

3.15.(월) ~ 6.11.(금)

활동기간(약 13주)

⚬최소 주2회, 총150시간 이내 활동

2021

가. 외국인유학생과 한국인학생과 1:1 또는 1:多 매칭 스터디그룹 구성 및 활
동지원을 통한 유학생의 수학능력 및 학력신장 제고
나. 한국인학생과의 교류강화로 그룹 소속감 고취 및 학교 적응능력 배가

내 용

※ 상기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교내 외국인유학생의 학교 부적응 및 학사경고/제적으로 인한 중도탈락 감축
라. TOPIK(한국어능력시험) 교육을 통한 졸업 유예 방지

◎ 운영기간 : 2021년도 1학기
가. 최소 주2회, 5시간~10시간(1주), 한 학기 150시간 이내 활동

◎ 모집인원 : 40명(교내 한국인 재학생 40명)

◎ 프로그램 신청 (한국인 재학생 해당)
구

분

신청자격

비고

나. 주 1회 이상 반드시 한국어 학습 관련 활동 필수

◎ 활동내용

지원자격

- 전북대학교 B+학점 이상 재학생

우대조건

- 언어 능력 고려
- 외국인유학생과 동일학과 학부생
- 기존 SA프로그램 참여 학생

가. 한국인학생(Study Assistant Manager)이 해당 유학생 전반적인 생활관리
(출석, 학업, 한국어학습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F7VD65117pHKEK9HA)

나. 한국인학생(Study Assistant Manager)이 유학생의 학과수업 학습 및 한국어
발음/작성 등 도움
다. 외국인 유학생 TOPIK 자격증 공부 도움
라. 외국인유학생의 한국문화 및 유학,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
마. 도서관 및 학내 시설 이용 도움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예정

제출기한

2021. 3. 9.(화) 17시까지

담당자: 엄한결
문의처: rachel@jbnu.ac.kr

◎ 활동학생 선발
구

분

선발

선발인원

총 40명 선발
∙신청서 완성도 및 자격조건 등 고려
∙서류접수 선착순 원칙으로 하나, 다음 해당자 우선선발

선발방법

1순위 : 언어 능력
2순위 : 외국인유학생과 동일학과 학부생
3순위 : 기존 SA프로그램 참여 학생

◎ 활동혜택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 시급 9,000원/시간
※ 최대 지급 가능액 : 1,350,000원(1인)

◎ 기타사항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출근부 둘 다 작성
▪ 별도의 사유 없이 중도포기자는 향후 국제협력부 프로그램 참여 제한
▪ 문의처: 뉴실크로드센터 3층 국제협력부 담당자 엄한결
☏063-270-2248, E-mail : rachel@jbnu.ac.kr
※ 온라인 접수 완료 여부 – 명일 아침 문자 발송 예정
(접수 확인 문자 미수신시 유선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