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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이란?

전문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및

전공 실무능력 배양, 취업역량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대학단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

- 소속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이며, 누계 평점 3.0/4.5(B0)

이상인 재학생

- 비자발급 등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

는 학생

- TOEIC 700점 이상

- TOEIC Speaking 레빌 6(130)이상 택 1



준비과정

1. 토익 공부

①2학년 2학기
- 토익수업에서 복습과 예습을 철저하게 하여 감을 익힘 (특히, LC)

② 겨울방학(12-1월): 토익에만 집중해서 공부
- 매일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독학으로 공부
- 토익 교재 구매 후, RC와 LC로 나누어 각각 3시간 이상 공부
- 영어단어는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 및 빈출 단어를 정리

③ 토익 시험(1-2월): 매 2주마다 시험 응시
- 총 3번의 시험을 응시하면서 시간 단축 및 문제 푸는 스킬 파악



준비과정

2.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①자기소개서 작성
- 작성 분야(3): 지원동기, 관심분야 및 주요 학습영역, 

현장학습 종료 후 계획 및 취업목표
- 한글과 영문 작성

② 교내 선발 면접

- 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

- 영어 면접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 (특히, speaking 발음 연습)

- 자신감과 열정은 필수!



사전교육

1. 인ㆍ적성 검사

2. 직무교육

3. 전공교육

4. 인성교육

5. 어학교육

6. 현지생활 및 문화교육

7. 안전교육

8. 워크넷 온라인 강의



출국준비

1. 2019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전체 OT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OT

- 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

2.   미국 VISA 발급(M1 VISA)

- 비자 발급 관련 서류 준비

- 비자 인터뷰에 관한 간단한 사전 OT

-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진행



Western Iowa Tech Community College 소개



수업

1. Dr. Terry

- Medical Practice & Terminology 수업

- Study case



수업

2. CAN class

- 기본간호학과 기본간호학 실습 관련 수업

- 이론 수업/ 실습 수업



수업

3. 미국 문화 수업

- 영어 관용표현

- 미국 학교문화

- 예절

4. 어학 수업

- 토론 발표

- 영어 신문기사 분석

- Infographic 만들기



문화 체험



실습기관



실습 수업

1) Health Competency & Simulation Class

:임상실습 시 필수 적으로 익혀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하고 이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는 수업

- 약물 수업

- 투약 수업

- Simulation 실습



사후교육

1. 인ㆍ적성 검사 및 진로적성검사

2. 국제진료센터 현장실습

-실습지: 대전 유성 선병원 국제검진센터

-실습기간: 1박2일

3. 이력서 클리닉



Thank You
for Watc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