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학 간 공유․협업 프로그램 -

랜선으로 만나는 릴레이 글로벌
취·창업 톡톡톡(talk) 추진 계획(안)

2022. 7.

산 학 협 력 단
(창 업 지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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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취·창업·인턴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생을 위한 현장중심형 취·창업 비교과 특강
◦ LINC 3.0 전국권역 협력대학 재학생을 위한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과 취·창업 지식·정보 제공의 장 마련
- 국가별(도시) 해외 취·창업 환경에 대한 이해, 해외진출을 위한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 위드 코로나 해외취업 전략 등
- 해외 취·창업에 필요한 마음가짐, 현지 생활에 필요한 노하우와
문화, 해외 취·창업의 이상과 현실, 글로벌 취·창업·인턴십
성공스토리 등
◦ 전국권역 대학 간 공유·협업 활동 강화 및 전국단위 성과확산으로
상호 발전 도모와 연계 협력 네트워크 관계 강화
◦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취·창업 지원사업, 글로벌 인턴십, 가족회사 수출 지원 등 다양
한 글로벌 산학협력 성과 창출

※ 아주대학교-세계한인무역협회(W-OKTA) 간 글로벌 산학협력 업무협약(2015.12.07.)
※ 한국지역대학연합(RUCK)-세계한인무역협회(W-OKTA) 간 글로벌 산학협력
업무협약(2017.10.30.)
◦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대비,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발맞춰 해외
취·창업의 기회를 잡기 위한 사전 준비로 취업률 상승 및 창업 성과
증대

※ (KBS News, 2020.10.13) 코로나19로 꽉 닫힌 해외 취업문 이제 열리나?
※ (YTN News, 2022.04.23) "세계를 일터로"...해외 취업 '성공의 지름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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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랜선으로 만나는 릴레이 글로벌 취․창업 톡톡톡(talk)
◦ 주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주관: 아주대학교,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 참여대학: (총 27개 대학) 부산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서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호남대학교
◦ 교육대상: 참여대학 재학생/회차별 500명
◦ 교육기간: 2022. 8. 17.(수) ~ 9. 28.(수)/총 7회 (※ 매주 수요일)
◦ 교육시간: 19:00 ~ 20:30(90분)/한국시간 기준
◦ 특강연사: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에서 추천한 차세대 회원
중 우수 취·창업자 국가별 선정(의사소통 문제해결)
◦ 교육방법: 줌(Zoom)/한국일정(시간)에 맞춰 온라인 스트리밍 형태로 진행
◦ 교육특전: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
스쿨 모국방문교육(10월)’ 지원 및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지원시 가산점 부여, 이수증 발급(3강좌 이상 수강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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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안)

회차

일정

1차

국가(도시)

강의주제

연사

8월 17일(수)

영국
(런던)

유럽과 영국에서 바라보는 "The
Future of K-Entertainment"
(콘텐츠/미디어 취・창업)

이혜림 대표
(프론트로)

2차

8월 24일(수)

미국
(샌프란시스코)

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주권
받았다.
(현실적인 미국진출 방법)

이석진 공동창업자
(CLN
international)

3차

8월 31일(수)

칠레
(산티아고)

칠레에 부는 한류바람,
남미 진출의 교두보

단규범 대표
(DANS)

뉴질랜드
(오클랜드)

오세아니아의 취·창업 환경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억대 연봉 받는
직종 소개)

김민제 대표
(Swift Home)

9월 14일(수)

일본
(도쿄)

가깝지만 먼나라 일본에서의
취・창업 비법과 일본 비즈니스
문화의 특징(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법)

진유나 대표
(andBao Co. Ltd)

6차

9월 21일(수)

프랑스
(파리)

어학연수부터 무역법인 설립까지
파리정착 스토리 및 프랑스
취·창업 과정

정윤지 대표
(ELEGANT PARIS)

7차

9월 28일(수)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취·창업 도전 스토리 및
알짜 취업정보(캐나다 근무 환경)

권강목 매니저
(Amazon)

4차

5차

9월 7일(수)

시간

19:00~
20:30
(90분)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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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회차별 선착순 500명, 온라인(https://naver.me/5thFsdvu) 사전 신청
- 회차별 중복신청 가능
- 성명, 소속대학, 학과, 학번,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개인정보동의 제출
◦ 모든 교육 종료 후 참여 대학별 참여학생 사전신청 및 출석 정보,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 3 -

첨부(1) 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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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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