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리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국제처장, 대학원장
제 목 아세안 석사학위교원 장학사업 공고
아세안 국가의 석사학위소지 교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박사학위 과정 이수 지원을
위한 『아세안 석사학위교원 장학사업』의 사업단(대학)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목

적: 아세안 국가 석사학위 소지 교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박사학위 과정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우수 대학 선발
나. 세부일정: 1.사업단 모집 공고 : 2019.10.17
2.사업단 예비 신청서 접수: 2019.11.7 마감
3.사업단 신청서 접수: 2019.11.15 마감
※예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서(본 접수) 제출 불가
다. 대
상: 1.고등교육법 제2조 1, 2, 3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2.고등교육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대학
3.특별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
관 및
대학
라. 예산규모: 전체 사업기간(5년)내 총 830만불 (약 95억원, 연평균 15억원 내외)
마. 접수처 및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화지원팀
1.제출방법 : 반드시 전자공문 접수 및 우편(또는 방문) 제
출
2.제출기한 : 예비 접수 신청서 마감일: 11. 7(목)
사업신청서(본 접수) 마감일: 11.15(금)
※공문 발송 시 파일용량이 초과할 경우 hrdmjkim@kcue.or.kr 신청서
및 첨
부양식 별도 송부바랍니다.
붙임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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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1부.
대학 선정평가 기본계획(안) 1부.
대학 선청평가 신청서 양식 1부.
예비 접수 신청서 양식 1부. 끝

수신자

총장, 강남대학교총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건양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
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경남대학교총장, 경동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경상대학교총
장, 경성대학교총장, 경운대학교총장,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경일대학교총장, 경주대학교총장,
경찰대학장, 경희대학교총장, 계명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총장, 고신대학교총장, 공주교육대학
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광신대학교총장, 광운대학교총장, 광주가톨릭대학교총장, 광주교육대
학교총장, 광주대학교총장, 광주여자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군산대학교총장, 극동대학교
총장, 금강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김천대학교총장, 꽃동네대학교총장, 나사렛대학교
총장, 남부대학교총장, 남서울대학교총장, 단국대학교총장,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대구교육대
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대구예술대학교총장,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대신대학교총장, 대전가
톨릭대학교총장, 대전대학교총장, 대전신학대학교총장, 대진대학교총장, 덕성여자대학교총장,
동국대학교총장, 동덕여자대학교총장, 동명대학교총장, 동서대학교총장, 동신대학교총장, 동아
대학교총장, 동양대학교총장, 동의대학교총장, 루터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목원대학교총
장, 목포가톨릭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배재대학교총장, 백석대학교
총장, 부경대학교총장,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부산외국
어대학교총장, 부산장신대학교총장, 삼육대학교총장, 상명대학교총장, 상지대학교총장, 서강대
학교총장, 서경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서울기독대학교총
장, 서울대학교총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서울장신
대학교총장, 서원대학교총장, 서울한영대학교총장, 선문대학교총장, 성결대학교총장, 성공회대
학교총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세명대학교총장, 세종대학교총장, 세한대학
교총장, 송원대학교총장, 수원가톨릭대학교총장, 수원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순천대
학교총장, 순천향대학교총장, 숭실대학교총장, 신경대학교총장, 신라대학교총장, 신한대학교총
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아주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 안양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
총장, 영남대학교총장, 영남신학대학교총장, 영산대학교총장, 영산선학대학교총장, 예수대학교
총장, 예원예술대학교총장, 용인대학교총장, 우석대학교총장, 우송대학교총장, 울산대학교총
장, 유원대학교총장, 원광대학교총장, 위덕대학교총장, 을지대학교총장,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인제대학교총장, 인천가톨릭대학교총장, 인천대학교총장, 인하대학교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총
장, 전남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전주대학교총장, 제주국제대학교총
장, 제주대학교총장, 조선대학교총장, 중부대학교총장, 중앙대학교총장,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중원대학교총장, 진주교육대학교총장, 차의과학대학교총장, 창신대학교총장, 창원대학교총장,
청운대학교총장, 청주교육대학교총장, 청주대학교총장, 초당대학교총장, 총신대학교총장, 추계
예술대학교총장, 춘천교육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침례신학대학교총장,
칼빈대학교총장, 케이씨대학교총장, 평택대학교총장, 포항공과대학교총장, 한경대학교총장, 한
국교원대학교총장, 한국교통대학교총장, 한국국제대학교총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한국방
송통신대학교총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한국성서대학교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한국
체육대학교총장,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한남대학교총장, 한동대학교총장,
한라대학교총장, 한려대학교총장, 한림대학교총장, 한밭대학교총장, 한서대학교총장, 한성대학
교총장, 한세대학교총장, 한신대학교총장, 한양대학교총장, 한일장신대학교총장, 협성대학교총
장, 호남대학교총장, 호남신학대학교총장, 호서대학교총장, 호원대학교총장, 홍익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총
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총
장,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총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총장, 대
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서울과학종합대
학원대학교총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총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총장,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학교총장,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총장, 성산효대학원대학교총
장,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총장, 순복음대학원대학교총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에스라성
경대학원대학교총장,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총장, 원불교대학원대학교총장, 웨스트민스터신
학대학원대학교총장, 주안대학원대학교총장,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총장, 한국상
담대학원대학교총장,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총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한반도
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예명대
학원대학교총장, 온석대학원대학교총장,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광
주과학기술원총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울산과학기술원총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한
국학중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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