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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American Diplomacy House Academy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주한미국대사관 공공외교과 American Diplomacy House (ADH) 팀에서 2022-2023 Academy 프
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ADH 네트워크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운영중인 서울에 위치한 아메리칸 센터와 지역에 위
치한 한국의 공공기관과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6곳의 아메리칸 코너로 구성되며, 공공외
교 프로그램 공간입니다. ADH 네트워크에서는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Diplomacy’ 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10개월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
•

프로그램 초기에 Clifton Strength Assessment를 통해 각자의 장점을 분석 받고 아카데
미 참석자들에게만 제공되는 다양한 외교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ADH 네트워크
서포터즈로 활동

•

미국 외교관과 VIP 연사를 포함한 각 분야의 리더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Master
Class 시리즈 프로그램에 참여

•

팀을 꾸려 사회 공헌 Social impact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해 보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회
참여

•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iplomacy Simulation이라는 프로
그램 방식을 통해 미국대사관 외교관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행사 제공

•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리더십 관련 특강을 들을 수 있는 LinkedIn Learning Training

•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다양한 영문 자료들이 제공되며 ADH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혜택
•

주한미국대사관 명의의 공식 활동 증명서 (Certificate) 수여

•

Academy 참가자들에게만 제공되는 각종 공공외교 행사 참여 기회

•

주한미국대사관/미 국무부 VIP 프로그램 특별 초청 기회

•

주한미국대사관 공공외교과 공식 프로그램 동문 자격 수여 및 향후 동문 프로그램
참여 기회

•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자격
•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활동 가능한 대학생

•

국제관계와 외교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

2022학년도 하반기 기준, 4학년 1학기까지만 지원 가능 (4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휴
학생 지원 가능하며 작성 시에도 휴학 직전 학기로 기입)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학생

지원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서 작성 후, 8월 7일까지 이메일 ADHSeoul@state.gov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지원서 링크: https://bit.ly/Academyapp

모집 일정
•

8월 7일: 지원서 접수 마감

•

8월 11일: 서류 합격자(면접 대상자) 발표 및 개별 연락

•

8월 16일-26일: 대면/비대면 면접 진행 (유동적)

•

8월 말: 최종 합격자 발표

•

9월 중순: 발대식 및 활동 시작 (추후 확정, 참여 필수)

기타 문의
이메일 ADHSeoul@state.gov 로만 문의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