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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전액국비 해외인턴십 사업 설명

선발 및 파견 과정

파견 지역 및 기관 소개

인턴십프로그램 세부 내용
◦ 현지적응교육
◦ 간호간담회
◦ 병원방문
◦ 맨하튼 투어
◦ 문화 체험
◦ 현지병원실습

평가 및 제언



2008 전문대학생 전액국비 해외인턴십

사업 목적
◦ 우수 전문대학생들을 체계적인 해외 대학과 산업체 현장

체험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산업인력으로 양성

◦ 개별 전문대학 주관의“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사업을 정
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사업 성과 극대화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전담기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파견 언어권 및 국가
◦ 영어권(호주, 미국)

◦ 일본어권(일본)

◦ 중국어권(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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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학생 선발
◦ 대한민국 국적, 전문대학 재학생

◦ 어학성적: 공인 영어시험 TOEIC 650점, JLPT 2급, HSK4급 이상

◦ 성적(전공포함) : 2학기이상 수료,                                
평점 성적 3.5/4.5(B+)이상 등

지원내용
◦ 1인당 1,000만원 내외의 항공료, 체재비, 보험료, 교육비 등

선발 및 파견일정
◦ 2008년 2학기 : 16주

◦ 총 16주: 현지적응교육 4주 + 산업체 현장실습 12주



선발과정 및 준비

1차 : 서류 전형 – 어학 및 성적

2차 : 면접 – 각 지원국 언어로 1인당 20여분

3차 : 신체 검사 및 인성검사 (MMPI)

국내 심화교육 (2주 합숙) 
◦ 최종선발 31명
◦ 대전보건대학 (2008. 7. 21~8.1)
◦ 내용 : 외국어 심화교육(45시간)    
문화이해/인성/생활양식 교육 14시간
지역문화 탐방 및 체력단련



파견지역 Newark in New Jersey

주의수도 : Trenton

주의유래 : 영국의 Jersey지방의 이름에서

주의별명 : Garden State

주요대학
◦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NJIT)
◦ Rutgers University (State Univ.)
◦ University of Medicine & Dentistry of New Jersey(UMD)
◦ Princeton University (Ivy League Big 3)

한국과의 시간차 : 14시간 늦다



위탁교육기관 Bloomfield College



현지 적응 교육 – ESL
월~목 , 문법/회화/병원영어 중심



현지 적응 교육 – 숙소, PNCS

University Centre

School Nurse, RN Louise

한인마켓



현지 적응 교육 – 간담회, CPR교육

CPR

안은숙
교수님



현지 적응 교육 – 병원방문



현지 적응 교육 – 병원방문





현지 적응 교육 – 병원방문



현지 적응 교육 – 뉴욕한인간협, 초대

제14대 회장 강원희 선생님



병원 실습

Saint Barnabas Nursing a
nd Rehabilitation Centers
- 1주차 : 단기 입원, 재활 병동
- 2주차 : 장기 입원 병동
- 3주차 : 치매 병동

Mountainside Hospital
- 1~2주차 : Telemetry, OR
- 3~4주차 : Telemetry
- 5~6주차 : IM



병원 실습

Newark Beth Israel Medical Center 
- 1주차 : ICU, 4B - Surgical Floor
- 2주차 : CSU, 4B



문화체험활동

BBQ at Seven Lakes

Manhattan

Halloween

Grand Central Station

Musical
Play





후기

실습지 어디를 가든 인턴생이 처치나 시술, 투약 등
에 참여하거나 관찰하기를 원한다면 관대하게 배려
해 주었다.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간호지
식이 충분하다면, 도움을 주려는 분들이 많았다. 

미국 현지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만큼, 필리핀이나
인도 등의 외국 간호사들이 많이 취업해 있었으며, 
인턴들에게도 향후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해보
라고 적극 권하였다.



마치며… 

간호학생인 저와 학우 여러분이 자랑
스럽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든 남을 돕고, 자아를 실
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교육과 훈련의 연단을 받고 태어나
는 전문인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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