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alls for ACC_R Fellow 2018

▪ 신청서 접수 Application Details
- 접수 기간 Application Period: 2018년 3월 27일(화)-2018년 4월 23일(월) Mar. 27th (Tues)-Apr. 23rd(Mon), 2018
- 접수 마감일 Cutoff Date: 2018년 4월 23(월) 당일 18시 도착 분에 한함
Application documents should be delivered to the ACC by 18:00(6 p.m.) on Apr. 23rd(Mon), 2018.
- 접수방법 Submission: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모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여야 함
You should join the official ACC website (www.acc.go.kr) and upload all required documents via the online application page.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Required Documents
- 지원신청서 1부 Application form (1 copy)
: [붙임 1] 문화원 양식 기준으로 작성 You should follow the ACC form [Attachment 1]
- 추천서 1부 Letter of recommendation (1 copy)
: [붙임 2] 문화원 양식 기준으로 작성 You should follow the ACC form [Attachment 2]
- 각종 증명서 각 1부 Required Document (1 copy)
: PDF로 제출 Should be submitted in PDF format.
* 해외 참여자는 여권사본 추가 제출 / 인터넷 신청서 상 업로드 Non-Korean applicants should submit a copy of his/her passport by
uploading it along with the application form.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어나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ll document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 첨부파일명 예시: 1. 지원신청서_이름_연구명 / 2. 추천서_이름
File name sample: 1. Application Form_NAME_Research Proposal NAME / 2. Recommendation__NAME

▪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How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아래의 지원신청서 양식의 모든 빈칸을 작성하십시오. Fill out all the boxes in the following application form. .
- 아래의 지원신청서 양식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서명된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하십시오.
이를 통해 제출된 모든 정보와 서류가 사실임을 증명하십시오.
Print out and sign the last page of the application form, scan the signed page, and submit the scanned file.
By signing and submitting this page, you certify that all submissions are true and accurate.
- 신청하는 기간과 겹치는 시기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거나 개발계획 등 협약 관계에 있는 경우는 간략한 내역을 반드시 추
가 정보 칸에 기재하십시오.
If you are receiving any support from another institution or under any arrangement with another institution, such as a
development plan, and the period of such support or arrangement overlaps with the proposed project, please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support or arrangement 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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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pplication form
접수번호

(*추후 기관 기재 DO NOT WRITE.)

Number
성명

국적

Name

Nationality

생년월일

성별 Sex

Date of Birth
주소
우편번호 Zip/Postal Code

Address
연락처
Preferred Contact
이메일
E-mail Address

(* 학사 학위부터 기재 * Please Start with undergraduate degree.)

학력

대학 Name of Institution

전공 Degree Major

학위 Degree

졸업년도 Year

Academic
Background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연구실적
Research Experience

(* 해당 경우, 국제학술지에 게재 논문 기재
* Please state the papers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 journals, if listed above.)

(* 연구 주제와 연관된 연구실적 중심으로 기재
* Please state past and current research relevant to the proposed research theme.)

주요경력
Employment History
참여직위

□ 중견 학자 Experienced Scholar □ 신진 학자 Emerging Scholar

Participation Position (* 해당 직위에 √ 표시 Check√theapplicablebox.)
졸업 대학/대학원
소재지

□ 광주 전남 지역 Within the Gwangju/Cheonnam Area □ 광주 전남 지역 아님 Not within the Gwangju/Cheon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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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of your colleges or (* 해당 경우에 √ 표시 Check√theapplicablebox)
graduate schools

참여기간
Participation Period

2018. 00. 00. ~ 00. 00. (2018년 6월 ~ 11월 중, 2~ 6개월 희망기간 명시)
Month / Date / 2018 ~ Month / Date / 2018 (Specifythedesired monthofstay,fromtwotosix monthsbetweenJulytoNovember,2018.)

추가 정보
Additional Info

추천인 정보

성명 Name

직위 Current Position

Reference Info

위 지원 신청서에 기술된 정보와 제출 서류가 정확하고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pplication Form and other submissions are true and accurate.

____________________, 2018

성명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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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개요 Thesis Summary
귀하의 학위논문개요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2장 내외) Please write on an abstract of your thesis. (※ in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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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서 Research Proposal
귀하의 연구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연구목적, 연구결과물 등을 포함하여 5~10장 내외로 작성)
Please describe your research. (※ Five minimum and ten maximum pages including research purpose and expected result, etc.)
연구명
Research Title
연구 동기/목적
Motivation/Purpose of
Research

연구 내용

(* 연구의 주제, 개요, 성과 활용 등 기술, 1,000 단어 이내
* Describe the theme, outline, and utilization of the research in 1,000 words or less)

Research Statement

(* 본안의 학력 및 경력 증빙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제출된 서류의 제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Attachments

* Please provide documentary evidences to your education and experience and write the title of each document submit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