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WEST (단기․플러스) 스폰서 정보 안내

구분
어학연수
지역/기관/
일정
인턴십
강점분야

CV
(Cultural Vistas)

ICCE
(Int’l Culture and Career Exchange)

플러스 4기
IIEEX
AAG
(Insti
t
ute
for
Int‘l Education and
(Alliance Abroad Group)
Exchange)

D.C / ILI /‘20.1.13.~3.6.
KI / '20.1.13.~3.6.
/ KI / '20.1.13.~3.6.
Government & NPO Management,
STEM(Science, Technology, Math,
Engineering), Business, Media,
Arts & Fashion, Trade&Logistics,
Tourism&Hospitality, Education

⦁LA / POLY / '20.1.6.~2.28.
⦁산타모니카/CEL/ '20.1.21.~3.13.

E-commerce Design, E-commerce
Operations, Web Design/Programming,
Electric/electronic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IT Tech Support,
Network Administration, System
Management,......

Business Administration, Accounting
and Finance, Mass Communication
and Marketing, Non-profits, Languages,
particularly Spanish, Tech Start-Up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rts and Culture, Tourism, Management,
Business, Commerce and Finance, Public
Administration and Law, Information
Media and Communication, The Sciences,
Engineering, Architecture

⦁대상지역 : 미 전역
⦁구직절차
- 출국 전부터 면담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인턴십 배정 등 논의, 또는
인터뷰 연습
- 면담 후, 프로필을 토대로 인턴업체
접촉, 자격요건 갖춘 자에게 업체와의
인터뷰 기회 제공
- 어학연수기간 중 이력서 작성 및
모의면접 연습 기회 제공
- 구직 면접 통과 시 참가자는 24시간
이내 인턴십 수행여부 결정
- 인턴십 지역으로 이동 및 인턴십 시작

⦁대상지역 : 미 전역
⦁구직절차
- 1:1 개별면담을 통해 자격조건,
관심분야, 관련 경력 등 논의
- 전문 코디의 수정작업과 코칭을
거쳐 정식 구직자료 제작
- 어학연수 기간 중, 이력서를 토대로
각 참가자에 맞는 인턴업체 접촉
- 면접 대비 1:1코칭, 온라인 모의
면접 제공
- 면접 합격 시 출근일 확정, 추후
인턴십 지역으로 이동 및 인턴십 시작
- 매달 참가자 체크인으로 인턴십
진행 현황 점검

⦁대상지역 : 주로 오스틴지역에 한정
⦁구직절차
- 개별면담을 통해 자격조건, 배정,
관심분야, 관련 경력 등 논의
- 개별면담 후, 참가자 이력서를 토대로
각 참가자에 맞는 인턴업체 접촉
- 인턴업체와 참가자 인터뷰 진행
- 면접 합격 시 어학연수 종료시점
으로 출근 일 확정
- 어학연수 수료 후, 인턴십 지역으로
이동 및 해당 인턴십 시작

⦁대상지역 : 미 전역
⦁구직절차
- 출국 전부터 개별면담을 통해 자격조건,
배정, 관심분야, 관련 경력 등 논의
- 각 참가자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준비
- 인턴업체 스크리닝

⦁워싱턴
⦁뉴욕 /
⦁시애틀

※ CV 스폰서정보 p.15 참조

인턴십
구직절차

단기 7기

(1개의 오퍼)

※ CV 스폰서정보 pp.15~18 참조

※ ICCE 스폰서정보 p.24 참조

※ ICCE 스폰서정보 p.25 참조

⦁텍사스

/ TIEP / ‘20.1.13.~3.6.(예정)

※ AAG 스폰서정보 p.8 참조

※ AAG 스폰서정보 pp.6~8 참조

⦁샌디에고

/ Q Int'l / '20.1.3.~2.28.

※ IIEEX 스폰서정보 pp.15~24 참조

-

$5,850 (최장 약 6개월)
$6,600 (최장 약
어학연수비, 인턴십 구직비, 스폰서비, 보험료, 신청비, 학생교환방문정보시스템(SEVIS) 등록비

(회사 오리엔테이션,
주기적업무할당, 인수인계, 관리감독등)

이력서 및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토대로 각 참가자에 맞는 인턴업체 접촉
면접 합격 시 어학연수 수료 후,
인턴십 지역으로 이동 및 인턴십 시작
어학연수 기간 마지막 달에 참가자 전체
배치결과 일괄 공지

12개월)

참가비 ※ 참가비 총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19년 하반기부터 미국무부에서 SEVIS비용을 인상하여(USD180→USD220), 참가비 내 타 비용(어학연수비등) 일부 조정
⦁ 내역

:

(스폰서별로 차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