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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현재 미국의 학계, 연구소, 산업계, 정부기관 등에서 재직중인 서울대 동문들이 그동안 미국에서 쌓아온 

학문,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서울대 재학생 후배들의 위해 인턴쉽, 단기연수 등 “현지기관 

방문인턴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현지방문 인턴쉽에 참가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멘토링”도 포함한다. 온라인멘토링은 이메일, 인터넷, 전화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로상담, 

미국대학원 진학, 미국기업 취업상담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발전 정도에 따라서 추후 

현지기관 방문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진입할수 있다. 

□ 운영방법 

서울대 미주총동창회는 기존하는 미주전역의 Network 과 전문분야 동문 Database 를 활용하여 자원하는 

동문 멘토 Database 를 유지하고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미주센터는 모교 재학생들에게 알려서 자원하는 

재학생 멘티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미주총동창회와 국제협력본부 미주센터는 상호 협력하여 적합한 

동문멘토-재학생멘티를 맺어 주는 것이며 동문멘토와 재학생멘티는 시작부터, 과정, 결과를 

미주총동창회와 국제협력본부 미주센터에 보고해 주는 방식이다 

○ 멘토 

-미주 동창회 멘토 모집 ⇨ 국제협력본부로 통보 ⇨ 국제협력본부 멘티 모집 및 선발 ⇨ 미주 동창회 

통보 ⇨ 멘토-멘티 직접 연락 후 추진 ⇨ 최종 결과 국제협력본부로 통보 

○ 멘티 

-국제협력본부 멘티 사전 모집 ⇨ 미주동창회로 통보 ⇨ 미주동창회에서 멘토 확보 ⇨ 

국제협력본부로 통보 ⇨ 멘토-멘티 직접 연락 후 추진 ⇨ 최종 결과 국제협력본부로 통보 

□ 미주동문 멘토 신청 

○ 서울대 미주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a.org) 

○ 온라인 멘토 모집 (국제협력본부 미주센터와 미주총동창회에서 정보 공유) 

(https://docs.google.com/forms/d/1ydRK_X4ofv24SxOoql4e4QGScLA_ThESwnbtdtoR6pw/viewform) 

○ 미주총동창회에서는 각 분야의 멘토를 모집하기 위하여 총동창회 홈페이지와 동창회보에 

공지하고 각 지역 회장단과의 연락망(이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한다. 

□ 서울대 재학생 멘티 신청 

서울대 내에서 모집 선발 (국제협력본부 미주센터 주관) 

□ 선발 기간: 수시 

http://www.snuaa.org/
https://docs.google.com/forms/d/1ydRK_X4ofv24SxOoql4e4QGScLA_ThESwnbtdtoR6p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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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 문의처: 미주 총동창회 사업국 – 김정식 교수 (301-580-9736, jk99@georgetown.edu) 

○ 멘티 문의처: 국제협력본부 미주센터 - 황정남 부소장 (213-905-9482, hwangjn@snu.ac.kr) 

□ 멘토링 기간 

멘토와 협의 후 결정 (온라인멘토링은 1 년이며 추후 연장은 멘토와 멘티 간에 결정) 

□멘토링 비용 

본인 전액 부담(항공료, 식비, 생활비 등)이며 추후 인턴쉽/단기연수 등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온라인멘토링은 추가비용 없음. 

□ 비고 

-서울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멘토링 프로그램 도중 탈락될 수 있음. 

-온라인멘토링의 경우 멘토는 최소한 멘티와 월 1 회 이상의 교류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멘토링기간은 1 년이며 자동 연장됩니다. 1 년 후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나면 미주총동창회와 

미주센터에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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