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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교육자 및 학생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세계적 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신장
교사 및관리자 

대학생 프로그램: 

영어 향상+학문적연구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캠프와 대학탐방투어

n UC Davis 캠퍼스와 해외 현장에서 제공되는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
n UC Davis 교직원, 관리자, 대학원학생 및 현지 교육자들에 의한 수업
n 참가자들의 필요충족을 위해 공동개발된 맞춤프로그램 교육과정
n 해당학년도 처음부터끝까지 융통성있는 프로그램 기간과 일정
n 참가자에게 프로그램수료증 수여 

세계적 교육프로그램: 
http://education.ucdavis.edu/global-education-programs



대학생 프로그램:  영어 + 학문적연구   
■n 국제 대학생 과 대학원생그룹을 위한 맞춤형. 
■n 집중적 영어 와 학문적교과학습연구 연결 프로그램.
■n UC 연구 센터 와 실험실, 현지 첨단기술 회사 선택적 현지방문.
■n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UC Davis 각 학과의 협력하에 개발된다. 
■n 프로그램은UC Davis 캠퍼스 또는 한국에서도 제공된다.
■n 주거선택은 홈스테이, 캠퍼스 기숙사 및 현지 호텔을 포함한다. 

맞춤프로그렘의 예: 
공학 – 기계, 전기, 재료과학, 토목, 생체의학
재생가능에너지 – 태양, 바람, 지열, 수송 및 건물
생명과학 – 생물, 생화학, 생명공학, 의학 및 보건
식품학 – 식품가공, 감각과학 및 포도재배
디자인 – 그래픽, 디지탈, 인테리어, 제품, 가구, 패션 및 직물

청소년 프로그램: 캠퍼스 와 단과대학 투어심화 
■n 10-18세 학생집단을 대상.
■n UC Davis 캠퍼스의 프로그램. 
■n 언어 통역제공.영어학습 프로그램에 포함될수 있음. 
■n 주거선택은 홈스테이, 캠퍼스 기숙사 및 현지 호텔등을 포함.

맞춤프로그램의 예:   

■n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 (STEM)
■n 지진기술도전
■n 비행과 공간  
■n 장난감 디자인 
■n 로봇 공학 
■n 미국고등교육소개   
■n 대학탐방투어 

교사연수,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교육, 영재교육, 
시민과학, 교육공학, 영어교육학, 보건교육, 자폐증과교육, 
농업교육, 시험과평가, 양적 질적 연구 방법론, 다양성, 민족,
평등 및 기타 

전체목록 참고 링크: http://education.ucdavis.edu/areas-expertise

전체 프로그램의 맟춤선택은 다음을 포함한다: 
■n 융통성있는 기간: 일주 내지 일년동안
■n 언어 통역및번역
■n 교사및관리자들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 초중등학교 현지 방문
■n UC Davis 연구 센터와 실험실, 또한 지역 첨단기술회사 투어
■n 공항영접과 핔업서비스제공
■n 홈스테이, 교내 기숙사 및 현지 호텔을 포함한 숙소 알선 서비스 제공
■n 자전거 대여
■n 실리콘 밸리, 샌프란시스코, 레이크 타호, 나파, 요세미트등의 지역 견학여행 제공

교사 와 관리자 전문성 제고   
■ n    초중고등학교 교사, 관리자, 교장; 교육위원회 행정인과 학군 지도자; 대학교수진   
     및관리자들을 위한 고안된맞춤. 
■ ■ ■ ■■■■■■■■■n   UC 캠퍼스나 귀국의 현장에서 제공됨. 
■ ■ ■ ■ ■■■■■■n  언어통역이 제공되며, 능숙한 영어구사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맞춤프로그램의 예:  
n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STEM)
n  교사연수
n  영재교육 (GATE) 교사연수
n  교육 공학 
n  자폐와교육  
n  보건과 교육  
n  집단따돌림 예방   
n  교육관리자 모범경영  
n  국제교육지도력

교육대학 교수들의 전문분야   

국제교육자와 학생들을 위한 맞춤프로그램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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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Davis 순위

9위  
미국 공립연구대학에서 9위
(U.S. News & World Report’s 
2015  “America’s Best 
Colleges”에의거)

7위  
미국공립대학에서7위
(The Best Colleges’ Top 50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America for 2013에 참조)

1위 
미국내 대학간 생태학과 
환경, 농업, 곤충학, 
식품과학과 영양, 식물과 
동물과학분야의 교수논문수 
제1위(ScienceWatch 에 참조)

1위
2012-2013 년도 미국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생  최다배출대학으로서 
연구대학간 제1위

UC Davis 연혁 
■n 35,415 명 재학 ( 2014 가을학기)   
■n 102개 학부 프로그램과  90개 대학원 프로그램 제공
■n 1905 년 창설
■n 4개 단과대학: 인문계와 과학, 공대, 생물과학대, 농업과 환경과학대
■n UC 계열에서 가장 전문적 대학: 교육대학, 대학원경영대학,법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수의과 대학

■n 10개 캠퍼스 UC Berkeley, UCLA, UC Irvine and UC San Diego를 포함한 UC 계열의 일부 

세계적 교육기관의 웹 사이트   
http://education.ucdavis.edu/global-education-programs

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 함께 일합시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  
(Andee Press-Dawson)）apressdawson@ucdavis.edu 
(Peter Hendricks)）hendricks@ucdavis.edu

One Shields Avenue
Davis, California 95616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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