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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GBC 해외 인턴 연수

   □. 해외연수, 해외취업 프론티어와 같은 글로벌 해외연수 및 취
      업 프로그램 연계로 대학과 우리 학생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
      화합니다. 

   □.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재학생의 어학 및 전공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 합니다

   □. 진로나 전공분야에 대해서 미리 경험하여 인생 설계에 큰 
      역할을 합니다.
     □. 현장 경험뿐 아니라 선진 기술의 습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수 있는 디딤돌 역할
      이 됩니다. 

   
 Ⅰ.  GBC 인턴 연수 추진 프로세스 

                      

                       설명회부터 현지관리까지 ONE STOP



 Ⅱ.  GBC 인턴연수 특장점 1.- 연수에 대한 전문성

GBC는 공공기관, 대학 해외연수 등 1년간 100여건 이상의 해외 연수 수행으로 대학 환경 및 

니즈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Ⅱ.  GBC 인턴연수 특장점 2. - 높은 고객 만족도

GBC는 해외 연수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저희를 통해 

해외인턴을 다녀오신 고객분들은 적극적으로 GBC의 인턴 프로그램을 추천하십니다



 Ⅱ.  GBC 인턴연수 특장점 3. - 전문적 프로세스

GBC는 단순 일정나열식의 보고서가 아닌 우수 연수 현장실습 및 현지 실무 중심 보고서와 

함께 인턴연수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지원을 약속합니다.

          

또한 효율적 동선, 인턴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강화, 이해도 증진을 핵심으로 

인턴쉽 중심의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Ⅲ.  주요 인턴 프로그램

 1. 3주(어학)+ 1주(기업인턴활동)     
주요 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AM 출국 오리엔테이션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도착 반편성 문화탐방 팀활동 업체방문

2주
AM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휴식 문화탐방 중간테스트 팀활동 문화탐방

3주
AM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문화탐방 팀활동 휴식 최종테스트 평가회

4주
A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귀국 도착

P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수료식

  

2. 1주(어학)+ 3주(기업인턴 활동)  

주요 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AM 출국 오리엔테이션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도착 반편성 ELS 

직무영어 팀활동 평가회

2주
A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문화탐방

3주
A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팀활동

4주
A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귀국 도착

PM 현장실습 문화탐방 기업방문 팀활동 수료식

 



3.  3주(어학)+ 1주(자유활동/기관방문/문화탐방)

주요 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AM 출국 오리엔테이션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도착 반편성 ELS 

직무영어 팀활동 ELS 
직무영어

2주
AM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휴식 ELS 직무영어 중간테스트 팀활동 휴식

3주
AM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ELS 

직무영어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ELS 직무영어 팀활동 휴식 최종테스트 평가회

4주
AM 기관방문 기업방문 자율활동 기업방문 자율활동

귀국 도착

PM 문화 탐방 휴 식 자율활동 문화탐방 수료식

4. 3주(기업인턴활동)+ 1주(자율체험활동)

주요 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AM 출국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도착 휴식 문화탐방 팀활동 업체방문

2주
A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문화탐방

3주
A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Free 

Weekend

Free 

Weekend
PM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팀활동

4주
AM 자율활동 자율활동 자율활동 자율활동 자율활동

귀국 도착

PM 자율활동 자율활동 자율활동 자율활동 수료식



 Ⅳ.  프로그램 주요 내용

어학연수
§ 학생의 전체 학업 기간 동안 주간, 월별 등 모든 시험 성적 학생이 직접 확인 가

능
§ 개인별 학업 목표에 따른 학업 방향 제시 및 레벨 업 및 현황 모니터링 

인턴실습 §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다
§ 전공과 관련된 실습으로 전공능력향상과 해외직무 역량을 강화 

기관방문 § 전공분야의 관련 기관방문 및 대학 방문
§ 현지기업과 한국기업의 차이점 및 공통점 모색



문화탐방 § 현지문화 이해 및 고찰
§ 현지의 역사, 문화 등을 직접 체험을 통하여 글로벌 문화의 이해

자율체험 § 본인이 원하는 일정과 필드트립을 통하여 현지 체험과 인사이트 경험
§ 휴식 및 현지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경험할수 있는 기회



 Ⅴ.  국가별 주요 인턴연수 기관

 1. 캐나다 인턴 실습 주요 기관

기관명 Vancouver Vanwest College 

분 야 IT 및 관광분야

주 소 200-1016 Nelson Street, Vancouver, BC V6E 1HB

홈페이지 http://www.vanwest.com

개 요

● 1988년 설립된 전 세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IALC멤버로서 모든 영어과정이 세계 최고수준

● 학생들의 취업 혹은 커리어를 위한 데이 세미나 개최



  기관명 University of Alberta  

분 야 보건, 간호분야

주 소 116 St & 85 Ave, Edmonton, AB T6G 2R3 캐나다

홈페이지 https://www.ualberta.ca/index.html

개 요

● 1908년에 설립된 연구 중심 대학교

● 캐나다에서 최고의 간호학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

● 최첨단 환자 시뮬레이션 기술을 포함한 학습 방법 및 장비 사용

명 칭 Perkuna Engineering Inc 
분 야 IT 분야

주 소 150 15th St E, North Vancouver, BC V7L 4N9 캐나다

홈페이지 http://www.perkuna.com/

개 요

● 밴쿠버소재의 자동차부품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엔지니어링회사 

● 전기자동차 솔루션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업체

● 전기자동차에 관해 연구를 하고 디자인프로그램 인턴쉽



명 칭 Gastown Business College 

분 야  IT,관광분야

주 소 73 Water St, Vancouver, BC V6B 1A1 캐나다

홈페이지 http://gastownbusinesscollege.ca/

개 요

● 캐나다 벤쿠버에 위치한 국제 비즈니스 전문 대학

● 맞춤식 비지니스 커리큘럼과 실습 카운셀링등 친밀한 개인 학습 경험

● 학생에게 꿈의 직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실제 업무 경험을 제공 할 

수있는 개인화 된 실습을 제공

명 칭 Medicine Hat College     

                                   

분 야 IT,관광,서비스 분야

주 소 299 College Dr SE, Medicine Hat, AB T1A 3Y6 캐나다

홈페이지 https://www.mhc.ab.ca/

개 요

● 1965년에 설립된 앨버타주에 있는 공립 이사회 운영 종합 대학교

● 새로운 창업 또는 아이디어에 중점을 둔 프로그렘 운영

● 공연 예술 분야 프로그램 운영



명 칭 Arbutus College 

분 야 IT,관광,서비스 분야

주 소 473 W Hastings St, Vancouver, BC V6B 1L4 캐나다

홈페이지 https://arbutuscollege.com

개 요

● 벤쿠버에 있는 고급 교육, 기술 및 직업 훈련 사립교육 기관 

● 독특한 비즈니스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구조를 학생들에게 제공

● 의사소통 기술, 산업 개념에 대한 이론적, 실용적인 지식 및 관련 업무 

경험이 결합

명 칭 Greystone College                  
                                  
                                           

분 야  IT 및 관광,서비스 분야

주 소 560 Granville St, Vancouver, BC V6C 1W6 캐나다

홈페이지 https://www.greystonecollege.com

개 요

● 2002년에 설립 된 벤쿠버에 있는 사립 직업 학교

● 다국어 기술을 습득과 비즈니스에 신선한 재능과 아이디어를 제공

● 학생들에게 양질의 언어 학습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2. 말레이시아 인턴 실습 주요 기관

                                  

명 칭 berjaya university 

분 야  IT,관광,서비스,간호분야

주 소 West Wing Berjaya Times Square, No 1, Jalan Imbi, 55100

홈페이지 https://www.berjaya.edu.my/university/

개 요

● 말레이시아 10대 기업인 버지야 그룹의 대학교

● 비즈니스,요리,예술,통신,미디어,관광 및 서비스 말레이시아 전문 대학

● 실제 산업 및 경쟁 노출을 통해 체험 교육 기회를 역동적으로 결합하

는 학습 방법



                       

명 칭 Sime darty medical centre  

분 야 간호 분야

주 소 Ss 12, 47500 Subang Jaya, Selangor,말레이시아

홈페이지 https://www.ramsaysimedarby.com/

개 요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큰 사립 병원

● 말레이시아 우수한 의료진과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에 의한 인턴십 진행

● 다문화 간호시스템으로 다양한 국적의 환자와, 한국과는 다른 케이스에 

대해 관찰

명 칭 Sunway university  
                                

분 야 IT,관광,서비스 분야

주 소 5, Jalan Universiti, Bandar Sunway, 47500 Petaling Jaya, Selangor

홈페이지 https://university.sunway.edu.my/

개 요

● 장학금, 연구등에서 우수한 교육추구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사립대학

● 하버드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등과 전문지식과 연구의 양자 교류

● 강력한 리더십 자질과 의사 소통 기술 개발



명 칭 IPSB Technology  

분 야 IT 분야

주 소 Jalan PJU 5/1, Kota Damansara, 47810 Petaling Jaya, Selango

홈페이지 https://www.ipsb.com.my/

개 요

● IT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회사

● 기존 응용 프로그램 및 시스템은 통합 플랫폼 (맥업 및 복구 프로그램)

● ICT 회사 및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명 칭 Malaysia Airline Training Center 

분 야 관광,서비스 분야

주 소 2 Jalan SS7 / 13 Kelana Jaya 47301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홈페이지 https://www.malaysiaairlinesacademy.com/

개 요

● 교육 기관 (ATO) 및 IATA의 지역 교육 파트너로서, 우리는 지역 항공 

산 업을 위한 학습 장소

●비행 운영, 비즈니스 지원 및 리더십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 실습 훈련 또는 다양한 객실 모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설 완비



명 칭 SEGi University Group 

분 야 IT,관광,서비스 분야

주 소 No 9, Jalan Teknologi, Taman Sains Selangor, Kota Damansara 
PJU 5, 47810 Petaling Jaya, 

홈페이지 https://www.segi.edu.my/study-with-us/

개 요

● 1977년 설립된 쿠알라 룸푸르 상업 지구에 위치, 말레시아의 대학

● 취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전 인턴쉽 및 고용 전 워크숍을 제공

● 양질의 고용 기반 국제 프로그램을 제공

명 칭
INTI International College Subang 

분 야 IT,관광,서비스 분야

주 소 3, Jalan SS 15/8, Ss 15, 47500 Subang Jaya, Selangor

홈페이지 https://newinti.edu.my/campuses/inti-international-college-subang/

개 요

● 1986년 설립된 말레이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대학교

●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세계적 수준의 시설에서 최고의 교육

● 글로벌 시장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는 양질의 교육을 경험



                    

3. 싱가포르 인턴 실습 주요 기관

                                      
                    

명 칭 PSB Academy 

분 야 어학, 비즈니스 분야

주 소 6 Raffles Blvd, Marina Square, 싱가포르 039594

홈페이지 https://www.psb-academy.edu.sg/

개 요

● 싱가포르의 전문직업 교육부분에서 교육부 선정 6대 사립 대학교

● 한국학생들만을 위한 테마별 프로그램, 직무탐색프로그램등 운영

● 산업체 탐방프로그램으로 인턴십과정 및 프로젝트 기행등의 엑티비티 

프로그램으로 최상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명 칭 Dimensions international college 

분 야 어학 비즈니스 분야

주 소 58 Lowland Rd, Singapore 547453

홈페이지 https://dimensions.edu.sg/

개 요

● 싱가포르 및 아시아권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글로벌교육, 기업가

정신등의 교육으로 싱가포르 품질 등급 (SQC)상 수상

● 고등교육, 언어 학교, 호스피탈리티 학교등에서 다양한 실습 기회 제공

● 비즈니스 스쿨과 유사하게 학생들은 비즈니스 및 관리에서 회계 및 재

무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이 가능

명 칭 Y3 Technologies

분 야 IT 분야

주 소 Bulim Ave, #08-05 Supply Chain City, Singapore 648166

홈페이지 https://www.y3technologies.com/

개 요

● 싱가포르 중견 IT, 소프트웨어 솔류션 기업

● 옴니 채널 공급망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으로 차세대 IT솔

류션 업체로 높은 평가.

● 싱가포르 IT 연구와 공급망등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하

고 간단한 솔루션기술 습득



명 칭
Sirius Training & Education Institute 

분 야 서비스,비지니스분야

주 소 135 Middle Road Bylands Building, # 03-03 싱가포르 188975

홈페이지 https://www.stei.edu.sg/

개 요

● 싱가포르의 경영, 호텔, 물류, 해양분야의 산업교육 전문기관 

● 각분야별 맞춤식 교육훈련으로 세미나, 실습, 워크숍, 멘토링등의 특화

된 교육으로 최고의 전문가 육성 시스템

● 전문분야의 특화된 교육, 실습등의 체험

명 칭 NAMS 
(National Addiction Management System)

분 야 보건 분야

주 소 BuangkokGreen Medical Park 10 Buangkok View 싱가포르 539747

홈페이지 http://www.nams.sg 

개 요

● 국가 중독 관리 서비스 (NAMS)는 중독 환자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 

건부 (MOH)의 지원으로 2008년에 설립

● 임상 치료 이외에도, 의료 연구의 수행과 훈련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

● 외래 환자 클리닉 및 입원 환자 병동에서의 실습과 서비스활동



명 칭
IMH 
(Institute of Mental Health) 

분 야 보건 분야

주 소 Buangkok View, Buangkok Green, Medical Park, 싱가포르 539747

홈페이지 http://www.imh.com.sg

개 요

● 전문병원으로  50개의 병동과 2000개 병상 7개의 전문 클리닉 보유

● 싱가포르 유일의 3차 정신과 병원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및 노인들

에게 정신과, 재활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 싱가포르의 차세대 정신 건강 전문가를 양성트레이닝과 서비스 체험

명 칭 Resort World Sentosa 

분 야 관광, 서비스 분야

주 소 8 Sentosa Gateway Singapore 098269

홈페이지 https://www.rwsentosa.com/s

개 요

●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위치한 아시아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 목적적 종

합 리조트 기업

●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SEA 수족관, 해양 체험 박물관, 돌고래 섬 

및 어드벤처 코브 워터 파크 등 세계적 수준의 관광 명소로 운영

● 아시아 최고 종합 리조트의 CS, 시설 체험등



4. 일본 인턴 실습 주요 기관

명 칭 Nippku (日本福祉教育専門学校) 

분 야 비즈니스 분야

주 소 東京都新宿区高田馬場 2-16-3

홈페이지 https://www.nippku.ac.jp/

개 요

● 1984년 설립된 의료 복지 보건관련 전문자격, 전문인력 양성 학교

● 특히 개호 복지분야는 일본에서 가장 일찍부터 설치된 파이오니어 학

교로서, 최근 노령화 시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학교

● 가장 많은 의료보건분야의 학과를 보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실습

과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명 칭 AICHI BUSINESS 専門学校 

분 야 비즈니스 분야

주 소 愛知県名古屋市中区伊勢山二丁目 13 番 28号

홈페이지 http://www.aichi-bc.jp

개 요

● 일본 나고야에 있는 보건 관련 비즈니스 전문학교

● 보건분야뿐만 아니라 , IT , 사무 등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

의 취업율을 자랑하고 있다

● 다양한 체험활동, 산학연계 활동으로 학생만족도 1위 학교

명 칭 MINOSYS Co., Ltd  

분 야 IT 분야

주 소 東京都新宿区西新宿 7-17-14

홈페이지 https://www.minosys.co.jp/

개 요

● 시스템 개발 및 Server 인프라 구축등 대표적 IT 솔류션 기업

● 세계수준의 소프트웨어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중

● IT 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검증된 비

즈니스 노하우와 최적의 IT 서비스 기술 함양



명 칭 KISCO LTD 

분 야 IT 분야

주 소 大阪市中央区伏見町三丁目 3 番 7号

홈페이지 https://www.kisco-net.com/

개 요

● 화학, 전기, 소재, IT분야의 솔류션 제공 종합 그룹 회사

● 새로운 가치창출과 신뢰성, 만족도를 높이고 신미래를 위한 적절한 정

보, 재료, 제품,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고 있다.

명 칭
SAISEIKAI TOBU HOSPITAL
(済生会東部病院) 

분 야 보건 분야

주 소 神奈川県横浜市鶴見区下末吉 3-6-1

홈페이지 https://www.tobu.saiseikai.or.jp/

개 요

● 일본 요코하마시의 종합 계획 「요코하마 21 세기 플랜」에서 동부핵심 

병원지정으로 2007년에 설립된 종합병원

● 최첨단 의료시설, 다양한 진료과 및 의사, 간호사, 약사등의 최고의 인

력으로 높은 평가

● 임삼 연수 프로그램 비롯한 의료 시설에서 훈련을 추가. 시설 환경에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명 칭 Kameda Medical Center 
(亀田総合病院) 

분 야 보건 분야

주 소 千葉県鴨川市東町 929 番地

홈페이지 http://www.kameda.com/

개 요

● 일본 의료법입인 카메다 의료그룹의 핵심 종합 병원

● 지바현 남부의 기간 병원으로서 우수한 인재 정밀 기기를 도입 • 활용

하고, 고급 의료 의 제공에 주력

● 클리닉센타, 노인개호, 서비스센타등의 다양한 시설에서 체험 실습

명 칭 JTC Inc 

분 야 관광 분야

주 소 福岡県福岡市博多区博多駅前 2 丁目 17 番 1号

홈페이지 https://www.groupjtc.com/

개 요

● 여행, 면세점, 호텔등의 관광분야 일본의 선두그룹

●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개발로 관광 관련 사업과 사람과의 

네크워킹을 중요시 하는 기업

● 면세점 사업과 관련 사업의 융합을 통해 유연한 발상력과 강한 실행력

을 도전정신과 스피드를 중시하는 인력양성



 해외 인턴 맞춤식 연수 제안 신청서

지비산업정보원의 인턴 연수 전담팀의 연수 기획력과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적의 인턴연수 프로그램을 구성 및 해외 협력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숙박/항공 등의 효율성을 제고, 최상의 인턴 연수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대학명

담당자
부 서 성명

TEL E-Mail

희망 국가 Ex _ 싱가폴  

연수 일정 Ex _ 8월 중순 

연수 인원 Ex _ 이공계 학생 10명 

연수 테마
(형태)

Ex _ 보건 실습 /어학연수 벤치마킹
어학 3주+ 실습 1주 등

실습 희망기관 실습을 원하시는 기관(기업)이 있으실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드립니다.

요청기한 연수 예산

기타
요청사항

                                                                                          

1. 상기 내용으로 작성하여 아래의 Fax 또는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재된 실습 기관이외 각 대학의 니즈에 맞춘 맞춤식 인턴연수가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최상의 내용으로 기획 진행해 드립니다.

   

                                             202 년  월   일

 ■ 지비산업정보원 해외인턴사업부

   TEL: 02-867-4840       Mail: kmkgmg@hanmail.net 

   



                                                                   

 Ⅵ.  문의 및 상담

지비산업정보원   인턴연수 팀 지비산업정보원   인턴연수 팀 지비산업정보원   인턴연수 팀 

대표전화: TEL:02-867-4840/ FAX 02-867-4841대표전화: TEL:02-867-4840/ FAX 02-867-4841대표전화: TEL:02-867-4840/ FAX 02-867-4841

         Mai:kmkgmg@hanmail.net         Mai:kmkgmg@hanmail.net         Mai:kmkgmg@hanmail.net

         Web: www.esrb.co.kr         Web: www.esrb.co.kr         Web: www.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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