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ET15기
(2019 summer)

<2019 주요 변경 사항>
uGET 2 tracks (학교제시형 & 학생제안형) 운영
uGET은 여름에, uSET은 겨울에 참여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CLC
(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

uGET : Modules
uGET-L
(Large company)

uGET-D
(Domestic)
Since 2014

Since 2008

uGET-E
(Entrepreneurial

uGET

company)
Since 2009

延世
uGET-P

Leading You to the
World

uGET-S
(Social

(Platform)

Innovation)

Since 2013

Since 2009

uGET-G
(Global company/
Global team)
Since 2013

• 모듈 구분은 파트너기업(기관) 및 주제의 성격에 준합니다.
• uGET-P 모듈은 uGET의 일반적인 운영방안에서 변형된 포맷으로 파트너기업(기관)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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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Intro
uGET의 진화
2008년 대기업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의 세계경영현장 변화 및 인재양성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Venture, Innovation, Entrepreneurship 등 유관주제 문제해결 현장활동으로 무게중심 이동

세계화 활동의 중추적인 프로그램, 여름방학 기간에 경영학 전공
교과목활동으로 운영 (3학점) (현장활동 4주)

다양한 루트로 제안된 해외 및 국내 사회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
(1) 학교-파트너단체 제시형 과제 (2) 학생제안형 과제

해외 및 국내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대학생의 시각에서 본 시장
진출 및 발전 전략을 파트너단체에 제공

프로젝트 기획에서 실행까지 독립적인 문제해결능력 함양,
참여 후 파트너기업의 채용 우대 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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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2 Tracks 운영

(‘학생제안형트랙’ 신설 안내)

2019년부터 기존의 uGET-‘학교제시형’트랙과 학생이 문제를 발견하여 스스로 제안하는 ‘학생제안형’트랙을
추가하여 동반 진행합니다. 참여학생은 2 tracks 중 선택 지원합니다.
구분

Track1

Track2

(학교제시형 School-Offered Track)

(학생제안형 Student-Proposed Track)

활동주제

파트너단체(및 학교)가 제시한 과제

학생팀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책 도출을 목표로 실행계획
을 제안하는 학생주도형 문제해결과제

활동목표

파트너단체(및 학교)가 제시

학생팀이 스스로 설정

파트너단체

학교에서 단체의 수요를 접수하여 학교에서 섭외 지정

프로젝트 지도자 학교-파트너단체에서 실무자 지정

과제와 유관 단체를 학생이 직접 섭외
(대기업, 스타트업, 비영리기관 등 대상)*
파트너단체(기업/기관 등) 섭외 후 지정 권장*

대상 학생

3,4학년 학부생 4인팀(경영학1전공자 3인 이상)

3,4학년 학부생 3~4인팀 (경영학1전공자 3인 이상)

활동지역

파트너단체(학교)에서 지정

학생팀 제안

국내+해외 현장활동 조합을 학교에서 제시 (총 4주)

국내+해외 현장활동 조합을 스스로 제안 (총 4주)

활동기간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 권장기간
(예시) 국내4주, 국내3주+해외1주, 국내2주+해외2주, 국내1주+해외3주, 해외4주 등 조합 가능

수행비용

비고

학교에서 uGET장학금 지급 (활동지역, 활동기간, 팀인원 등을
학교에서 uGET장학금으로 지급
고려하여 수행비 지급함/ 4인팀 4주 중국 현장활동 기준 총액
(금액은 Track1 수행비 지급기준에 준함)
1,200만원 지급/ 주제별 프로젝트계획에서 확인)
(중요) 본 트랙은 기존의 uGET과 동일함

파트너단체 섭외 및 프로젝트지도자 지정은 권장 우대사항임.
파트너단체 섭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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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Project Themes
Track 1 (학교제시형)
학정번호
BIZ3174-1
BIZ3174-2
BIZ3178-1
BIZ3178-2
BIZ3178-3

BIZ3179-1

프로그램
uGET-L
uGET-L
uGET-E
uGET-E
uGET-E

uGET-S

파트너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샐터스㈜
WELT
111%

프로젝트 주제 / 파견국

팀인원

데일리뷰티 바디브랜드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중 택1개국
중국 남부지역 편의점(CVS)의 스낵제품(오리온과 경쟁사) 현황 및 트렌드 조사
중국(심천, 중경, 성도, 복주, 하문 중, 4~5개 도시)
AR(증강현실)을 활용한 Beauty commerce 시장조사
중국 (북경 혹은 상해)
미국 프리미엄 벨트 시장 조사
미국 (뉴욕)
역삼각형 조직구조를 통해 성공한 슈퍼셀(SuperCell) 기업문화 분석
핀란드 (헬싱키)

(1) 동남아시아 사회혁신기관 현황 조사 및 에코시스템 리서치
함께일하는재단 (2) 동아프리카 STP파트너기관(사회적기업) 사회적 임팩트 조사
(1)과 (2) 중 택1
(1)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2) 케냐,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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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장학금 출처

1,500

기업기부금

해외4주
1,200

4
4

장학금

기업기부금

해외4주
1,000

YVIP장학금

해외3주+국내1주
1,800

YVIP장학금

해외3주+국내1주
1,400

YVIP장학금

해외2주+국내2주
(1) 1,200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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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IP장학금

해외2주+국내2주

Track 2 (학생제안형)
•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문제를 프로젝트 주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고민, 해결 후 기대효과, 사회적 임팩트 등을 스스로 고민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로 유관단체를 직접 찾아 설득하여 파트너십을 유도해보세요.

•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등의 시각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제안서에 녹여보세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자기주도적
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모형 프로젝트 활동으로 진행하는 트랙입니다.

•

주제 Scope: (대기업 유관) 해외시장조사 및 시장확대전략, 신규 비즈니스모델 수립 / (스타트업 유관) 시장조사 및 해외시장진출전략 수립 / (소셜벤처 및
비영리기관 유관) 신규사업모델 제안 등 / (창업 유관) 새로운 창업을 위한 국내 및 해외시장조사 / (학회 및 동아리활동 유관) 특정 문제해결 발전계획 등
활동결과가 다양한 시장참여구성원(기업,기관,학교,주민,지역사회 등)의 공동발전에 기여 가능한 문제해결계획을 제안해주세요.

•

선발심사 후 진행 여부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학교제시형’ 트랙 지원금 기준에 따릅니다.

•

팀원 구성: 3~4인팀 (경영학1전공자 3인 이상)

•

활동기간 및 지역: 학생팀 제안 (현장활동 7/01~7/26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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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Program Outline
파트너단체에서 제시한

단체의 경영에 기여하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글로벌시장에서

프로젝트 수행 현장학습

글로벌시장변화를 체험

경영현장에 적용

문제해결능력 배양

프로그램 개요
• 프로젝트 주제 제공
• 현장활동 기간 : 2019년 7월 4주간

Track1: 단체에서 ‘프로젝트계획안’ 작성 제시

• 활동 장소: 국내 혹은 해외

Track2: 학생이 제안
• 재정 지원

• 참여 학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및 타전공자 3,4학년
[Track1] (4인팀) 경영학1전공자 3인 이상

해외프로젝트 지원금은 파견국 권역별로 차등 부여

[Track2] (3~4인팀) 경영학1전공자 3인 이상

경영대학에서 프로젝트 수행비용 제공
• 프로젝트 관리 및 지도

• 진행 과정

경영대학 지도교수 지정
3~4월초

5월초

5~6월

7월

8월

주제확정

학생선발

사전조사

프로젝트

결과보고

파트너단체 담당자가 프로젝트 관리 및 지도

• 교과목 운영: 경영학 전공선택 3학점 (계절학기)

(Track1) 필수 (단체에서 지정)

• 파견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영대학에서 주관

(Track2) 파트너단체 섭외 경우 해당 (참가신청서에
단체와 담당자 관련 해당 내용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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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Progress

3~4월

5월

5~6월

7월

8월

파견준비

학생선발

사전조사

프로젝트

결과보고

uGET학생공지

학생팀 신청접수

프로젝트 사전

프로젝트 현장활

결과물 정리

(~4/26)

(~5/12)

조사(5~6월)

동 (4주간)

최종보고서

선발 발표심사

제안서 세부내용

(7/01~7/26권장)

(~8/09)

(5/13~5/20)

보완 및 조율

활동보고회

(5~6월)

결과 평가
(8/19 or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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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Timeline in detail_2019 summer
경영대학 To-Do
• uGET 학생 공지 (최종)

일시
4/26

• 학생팀 신청 접수 (마감 24pm)

~ 5/12

• 파견 학생 선발심사, 선발완료

5/13~5/20

• 경영대학 OT
• 프로젝트제안서 세부 보완
• 계절학기 수강신청 (행정팀에서 수작업 일괄 처리)
• 계절학기 등록 (학생 개인별 처리)
•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학생 계좌로 입금)

파트너단체 To-Do

(경영대홈페이지, 개인이메일 확인)
참여 지원 접수(온라인)
파트너단체 실무자 선발심사에 참여 (권장) 선발심사에 팀원 모두 참여 / 선발결과 통보 받음
OT에 전원 참여(오후6:00~7:00 / 포탈 내 본인계좌 재확인(장학금
지급을 위해)

5/22 or 5/23
5~6월

선발팀과 파트너단체가 미팅
-> 팀제안서 조정 및 세부사항 보완

파트너단체와 미팅을 진행-> 제안서 보완

5/23
6/3~6/04

계절학기 등록(고지서 출력 후 수업료 직접 납부)

6/10

• Pre-Project 활동

6/21~6/30

• 현장 Project (1~4주) 활동 관리

7/01~7/26

계절학기 신청기간에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포탈에서 확인
(Pre-Project) 2주 집중기간
(Project) 프로젝트 현장활동(1~4주)
매주 주간보고서 피드백

• Post-Project 활동

학생 To-Do

7/29~8/09

(Post-Project) 2주 집중 기간

(Pre-Project) 2주 집중기간 (선발팀과 단체가 미팅을 통해 팀제안서
조정 및 세부사항 보완)
(Project) 현장활동(1~4주) 매주보고서 제출하여 단체와 경영대교수
피드백 받음
(Post-Project) 2주 집중기간 (학생들이 단체와의 미팅을 통해 결과
발표 진행 및 피드백 반영하여 결과물제안서 정리)

• 활동보고회 리허설

8/12 (or 8/13) 성적평가 (학점 부여)

활동보고회 리허설 (오전 9:30~ 장소 추후 공지)

• 활동보고회 개최 (우수활동 팀 포상)

8/19 (or 8/20) 활동보고회 참석

활동보고회 (발표회, certificate수령, 최우수, 우수 시상) / 오전10시~
점심식사 있음 / 장소:추후 공지

• 활동 평가 (후 성적 처리 공문)

•

8/22

성적확인(포탈)

위에 명기된 현장Project 활동기간(7/01~7/26)은 학사일정 상 권장기간임. 파트너단체와 학생이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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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Participants
• 신촌캠퍼스 4학기 이상 이수자 (지원 당시 4학기 이수 중인 자, 학기초과자, 휴학생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불가: (1) 2019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uGET에 참가하려면 졸업연기신청 필수)
(2) uGET 해외프로젝트 유경험자*
• Track1: (4인팀) 경영학1전공자 3인 이상

팀 구성

• Track2: (3~4인팀) 경영학1전공자 3인 이상
• Track1 각 프로젝트별 권장사항은 ‘프로젝트안내(별도 첨부화일)’에서 확인
• 1차 서류심사: 경영대학 내부 선발 (3배수)

선발 절차

• 2차 발표심사 (제안서 발표): 경영대학 및 파트너단체 공동 심사**
(제안서 발표 15분+ Q&A 10분)

선발 기준

• 문제 인식 및 정의
• 제안서의 창의성, 논리성
• 문제해결과정 계획의 실행가능성
• 기초조사
• 구성원의 팀워크, 열정, 성실성, 어학능력, 기본소양

* uGET 국내프로젝트 유경험자는 해외프로젝트에 재도전이 가능함
** Track2 신청자가 파트너기업을 직접 섭외한 경우 해당 파트너단체 실무자가 발표심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불가한 경우 경영대에 위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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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지원 서류
팀 서류

개인 서류

• 팀 신청서 (경영대 양식)
• 팀 제안서 (ppt, 국문)

• Resume (영문 or 국문, 자유양식, A4 1매)

• 5/12(일) 24pm까지 이메일( ysb.clc@yonsei.ac.kr ) 제출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제목: [uGET]Track#-단체명(if any)-팀명-제출자-연락번호
• 프로젝트별 상세한 요구사항 및 comments는 해당 프로젝트별 안내(별첨)에 명시함

• 슬라이드 30매 초과 금지 (부록 포함), 초과 시 1차 서류심사에서 불이익 있음

유의사항

• 한글로 작성, 한국어로 PPT진행
• 2차 심사 시 흑백 출력본을 사용하니 이를 고려하기 바람
• 기본 폰트 사용을 권장 (별도의 다운로딩 요하는 폰트 사용을 금함)
• 지나친 애니메이션 사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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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Summary
현장활동 기간

4주 (권장기간 7/01~7/26)

교과목 / 학점

계절학기 개설 경영학 전공과목 uGET / 3학점

과목 담당교수

경영대학 교수 지정

팀 구성

선발 심사

(1) Track1(학교제시형): 4인팀 (경영학1전공자 3인 이상)
(2) Track2(학생제안형): 3~4인팀 (경영학1전공자 3인 이상)
경영대학과 파트너단체 공동 선발
(1) Track1: 공동 선발
(2) Track2: 학생팀이 파트너단체를 섭외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온 경우에 해당 담당자가
선발심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선발과정
프로젝트 주제 제공
현장활동 장소
활동 내용

[1차] 서류 /

[2차] 제안서발표

[track1] 파트너단체에서 제공 / [Track2] 학생의 제안
해외 혹은 국내
[Track1] 단체에서 제시 / [Track2] 학생의 제안
팀 프로젝트 현장활동
(1) 주간 보고서(4회, word양식)

활동결과보고
(2) 결과 발표자료(PPT), 최종보고서(word양식)
평가
파견학생 관리감독

공동 (경영대학, 파트너단체)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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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기타 주요 안내1 (필독)
참가신청, 선발 심사 등 유의 사항
•

파견국 연고가 있거나 파견국 언어에 능통한 구성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우대합니다.

•

uGET의 전체 일정에 모든 팀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pre-project, 프로젝트 4주, post-project)

•

발표심사 시 팀원 모두 참석 및 presentation에도 팀원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교환학생 파견 학생 팀원 예외-아래 참고)

•

교환학생 파견 중인 학생 참여 관련:
(1) 신청 당시, 해외 교환학생(SAP, GIP포함)파견 중인 학생은 팀 내 1인 참여로 제한, 발표심사 시 해당 팀원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PT에
포함하거나 해당 팀원의 온라인면접 참여 필수
(2) 해당 팀원은 원칙적으로 (a) project 4주 (b) pre-project 기간 (c) post-project 기간에 필히 참여
(3) 교환학생 2개 학기 파견 학생이 1개 학기 종료 후 중간에 귀국하여 uGET 참여는 학사 원칙 상 불가함

•

리허설과 활동보고회에도 전원 참석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불참 팀원은 사유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예: 다음 학기 교환학생 파견)

•

선발심사 일정과 타 수업 중복되는 경우: 선발심사(제안서발표심사) 일정에 다른 수업이 겹치는 학생에게는 경영대학에서 ‘참가확인서’를
발급함. 이의 출석대체인정 여부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름(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업운영지침에 의거)

uGET 선발팀 참고 사항
•

출국 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의무를 준수합니다.

•

uGET 파견학생 서약서 및 보호자동의서 사항을 준수합니다.

•

uGET 계절학기 성적평가에 파트너단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해당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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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기타 주요 안내2 (필독)
기타 안내 사항
• 본 제안서에서 제시된 일정은 학사일정 상 권장일정으로, 파트너단체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Track1) 프로젝트 주제 계획안은 4/26 학생들에게 최종 공지합니다. (경영대학 홈페이지 및 개인 이메일 발송)
• (Track2) 프로젝트 성격 상 유관단체의 파트너십이 권장되는 경우 학생팀이 직접 파트너단체를 섭외하고 실무자 지정을 권장
합니다. 섭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uGET참가신청서’에 섭외된 파트너단체 및 실무자 정보를 필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해당
담당자는 선발심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선발심사를 경영대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장프로젝트 활동 중 학생 관리는 경영대학에서 주관합니다.
• (중요) 선발팀 내 유고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팀으로 대체 선발합니다.
※ 유고상황: 팀원 중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예시) 선발 후 인턴십 합격 통보 받음, 교환학생 비자발급 사유 등으로 현장활동기간을 정상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경우 등

문의
• 양정미 경영대학 CLC주임교수 (Director, uGET)
• 02-2123-5459
• jmy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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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Expectations
참여 기관(기업)
•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젊은이의 시각에서 본 전략적 인사이트 발굴
• 기업(기관)에 필요한 글로벌 핵심 인재 발굴 및 확보 기회 제공
• 연세대학교 및 사회에 기업 이미지 향상
• 산학협력 네트워킹 강화

경영대학
• uGET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경영대학 핵심가치인 Creativity, Integrity, Global perspective 전달
• 국제적시각을 가진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 양성
• 자기주도적 복합문제해결형 인재 양성
•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및 채용 기회 확대
• 산학협력 네트워킹 확대

참여 학생
• 국제적시각을 가진 창의적리더십 함양
• 글로벌 경영현장의 시장변화, 사회공헌 체험
• 사회문제해결을 고민하는 학생주도형 Engagement Leadership 함양
• 경영현장체험을 통한 커리어개발 기회
• uGET Certificate, uGET 장학금 지급, 3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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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ET : Best Practices
기관

아모레퍼시픽
(uGET-L 모듈)

함께일하는재단
(uGET-S 모듈)

스타트업
(uGET-E 모듈)

참여

파견국

2010 ~

중국, 말레이시아,

2018

미얀마, 인도, 태

(11팀)

국, 미국 등

2009 ~

캄보디아, 라오스,

2018

필리핀 등 동남아

(9팀)

저개발국가

2013 ~

중국, 일본, 싱가

2018

폴, 인도네시아,

(13팀)

미국 등

성과
•

중국과 동남아 주요국가에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별 시장진출
전략 및 주력상품 개발에 아이디어 제공

•

중국 내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활동 전략수립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내 아모레퍼시픽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향상 기여

•

저개발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의 프로젝트 활동

•

uGET결과물을 토대로 라오스 푸딘댕마을 청소년센터 설립

•

캄보디아 씨앰립 장애인고용센터 사회적기업 설립

•

필리핀 타워빌 봉제센터 경영매뉴얼 및 판로개척 등

•

중국, 일본, 싱가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스타트업의 해외사
장조사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

성공적 진출을 위한 주력상품 개발 등

*파트너 스타트업:
다노, 센트비, APR, 모닛, 블루골드, 비투링크, 라프텔, 망고슬래브, 와이유크리에이티브, 플레이플레이, 히트콤, 우주 등

uGET 파트너기업 및 기관 (총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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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uGET Participants
현황

uGET 프로젝트

uGET 참여 인원

1기

2008 summer

10

32

2기

2009 summer

14

56

3기

2009 winter

10

40

4기

2010 summer

13

52

5기

2010 winter

12

48

6기

2011 summer

11

44

7기

2011 winter

8

32

8기

2012 summer, winter

11

44

9기

2013 summer, winter

11

39

10기

2014 summer, winter

11

41

11기

2015 summer

7

26

12기

2016 summer

8

32

13기

2017 summer, winter

11

38

14기

2018 summer, winter

11

35

누적

148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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