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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끊임없이 배우고 깨우쳐라.

2. 몸과 마음을 돌아보라.

3. 집안과 부모형제를 보살펴라.

4. 재물과 이익 앞에서 겸손하라.

5.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라.

6.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라.

7.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겨라.

8. 진심을 다해 사람을 사귀어라.

Director’s
Message

2015년 울산과학기술원 출범과 함께 새롭게 개편된

UNIST리더십센터는 UNIST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지역 공

헌을 목적으로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리더십은 변화의 수용, 책임감을

전제로 한 역할 분담,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동 등을 요구합

니다. 리더십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

께 일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경험을 통해

육성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둔 UNIST리더십센터의 프

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학습, 그리

고 체험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 밖에도 리더십센터

에서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을 포함하는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UNIST 리더십센터는 21

세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국내외 기관과

적극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UNIST의 교육 이념과 비전을

실현하는 독창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The UNIST Leadership Center opened its doors in 2015
to provide a comprehensive leadership education
programs for the students at UNIST. The information era
of the 21st century requires the acceptance of changes,
including a division of labor based on responsibility, and
also practicing cooperation with diverse group
members. We believe that leadership is a process rather
than a result. We believe that the essence of leadership
is competence in working together with other people to
create positive changes for our society. In addition, we
believe that leadership is something that can be trained.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UNIST leadership guides
the design of the leadership program with emphasis on
student participation, learning and experience. In
addition, we offer educational programs for local
students in Ulju-gun and throughout the city of Ulsan, as
part of our local community service. We will do our best
to develop and run a unique leadership program that will
promote ac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overseas institutions, in order to cultivate
a student who becomes a global leader to lead the 21st
century and in order to realize the educational ideology
and vision of UNIST. We encourage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our programs.

최 진 숙   
리더십센터장

일일 수행

다산 정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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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리더에게는 다양한 역량과 자질이 요구될 것입니다.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직면할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은 당연히 요구될 것입

니다. 

문제해결과정은 한 분야 전문가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과업일 수 있습니다. 미

래 사회의 리더에게 소통과 협업능력, 굳건한 도전정신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UNIST리더십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화답하고자 합니다. UNIST출신은 자신의 분

야에서 FIRSTMOVER가 되기를 바라기에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 협력, 도전정신을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로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성 함양에도 적극 노력하

길 기대합니다.

UNIST재학생 모두는 현재 필수 졸업요건 리더십 프로그램 8AU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리더십 프

로그램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모든 프로그램은 16시간의 활동시간을 기본으로 1AU를 부여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봉사활동은 최대 4AU까지 인정합니다.

3. 동일 프로그램은 재학 중 1회만 이수 가능합니다.

4. 프로그램에 따라 참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리더십 프로그램 복수 수강 가능
(예시) 조정 + 응급처치

2. 한 학기 진로특강 1회 수강 조건 삭제
- 의무 수강조건 삭제

3. 프로그램 확대 개편으로 인한 과목명 변경
- 자유주제 → TeamProject, 지역역사문화탐방 → 울산시티투어
- 역할극 → 역할극(연극속의 자기발견)

4. 프로그램 신규 개설
- 인공암벽등반, PeerLeadership, 리더십특강, 전통사상체험
- 진로탐색 프로그램, RA멘토십(리더십 강좌), 글로벌 RA멘토십
- Communication Solutions Series

※ 이수 성공(S)한 과목 재수강 불가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은?

2017년 
리더십 프로그램
주요 변경사항

리더십
프로그램이란?Ⅰ

리더십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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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7년 
리더십 프로그램 안내
1.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2.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조정

목적

규모
(15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 분반별 조정활동 필수 참여, 에르고메타 테스트 통과, 과제 제출 

- 15,000원 

- 운동복, 운동화, 세면도구, 모자, 선크림, 선그라스 등 개인용품 

- 담당자 김환욱(sports@unist.ac.kr☏217-4324)

-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1학기
1분반 3.17 ~ 4.7(금)                
2분반 4.28 ~ 5.26(금)              

여름학기
1분반 6.23 ~ 7.14(목)                      육상 2회(9:00 ~ 12:00)
2분반 6.23 ~ 7.14(금)                      수상 2회(7:00 ~ 12:00)

2학기
1분반  9.1 ~ 9.9(금, 토)           
2분반 9.15 ~ 9.23(금, 토)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여름학기 1,2분반 1회차는 6.23(금) 동시진행)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회
60분 OT및 안전교육 BAB313
120분 에르고메타 활용법, 기본 기술교육, 개인테스트

2회
90분 2인, 4인, 8인 에르고메타 단체 교육 실내체육관 B104
90분 팀별 에르고메타 시합

계류장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
3회 300분 경기정 운반법, 탑승법 및 오르 파지법

태화강 수상레저계류장
각 포지션 소개 및 조법교육, 콕스, 2,4 핸들링

(7시~12시)
4회 300분

밸런스 유지법, 핸들링, 보트 접안
보트 장거리 투어 및 연습경기

※ 교육 전, 후 무한도전 조정편 7편 시청, 과제 제출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50 50 50 -

- 팀스포츠를 통한 팀워크, 리더십, 기초체력 향상

- 연구자로서의 협력, 끈기, 배려 등의 기본소양 역량 제고 

1

실내체육관 
및

태화강
수상레저
계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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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학기: 7회 이상 참여 및 테스트

- 여름학기: 모든 교육 참여 및 테스트

- 10,000원

- 편한 복장, 화장금지, 필기구 등  

- 담당자 김희중(bluekiki@unist.ac.kr☏217-4325)

- 응급상황시 위기대처 능력을 키움으로써 자신감, 리더십 향상

- 연구실, 실험실 및 일상생활 안전 기본소양 역량 제고

-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에 준하여 교육 

- 일정 및 장소

- 양궁 기초기술 습득을 통한 집중력, 자신감, 성취감 고취

- 정중동의 마음가짐 이해를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 제공

- 양궁 기초기술, 변형게임, 10m, 20m개인전 및 단체전

- 일정 및 장소

- 5회 활동 필수 참여, 과제 및 소감문 제출  

- 13,000원

- 운동복, 운동화, 선그라스 외 개인용품

- 담당자 김환욱(sports@unist.ac.kr☏217-4324)

목적

규모
(14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6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응급처치1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양궁1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40 60 40 -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20 - 40 -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회 80분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2회 80분 호흡계와 순환계(심장발작)
3회 80분 심폐소생술
4회 80분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
5회 80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6회 80분 상처(지혈, 감염 등)
7회 80분 드레싱과 붕대법(롤붕대, 삼각건)
8회 80분 근육 골격계와 골절처치
9회 80분 중독(섭취, 흡입, 접촉, 주입)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회 60분 OT및 양궁장 안전수칙 교육 BAB 309

2회 150분
양궁 소개, 기본자세 교육
10m표적지 맞추기 

3회 150분
팀별 풍선 터트리기
10m표적지 맞추기

4회 150분
20m표적지 맞추기
팀별 토너먼트 대결

5회 150분
개인전 예선(개인별 6엔드)
개인전 결승 토너먼트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
양궁협회

구분 일정 장소

1학기
1분반 3.17 ~ 6.2(금)  14:30 ~ 15:50(9회)
2분반 3.17 ~ 6.2(금)  16:00 ~ 17:20(9회)
1분반 7.4 ~ 7.7(화 ~ 금)  14:00 ~ 17:00(4회)

여름학기 2분반 7.11 ~ 7.14(화 ~ 금)  14:00 ~ 17:00(4회) BAB313
3분반 7.18 ~ 7.21(화 ~ 금)  14:00 ~ 17:00(4회) 

2학기
1분반  9.8 ~ 12.1(금)  14:30 ~ 15:50(9회)
2분반 9.8 ~ 12.1(금)  16:00 ~ 17:20(9회)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장소

1학기 1분반 5.12  ~ 6.3(토)  9:30 ~ 12:00(5회)
- 1회는 5.12(금) 17:00 ~ 18:00

1분반 10.28 ~ 11.18(토) 9:30 ~ 12:00(5회)

2학기
- 1회는 10.27(금) 17:00 ~ 18:00

2분반 10.28 ~ 11.18(토) 12:30 ~ 15:00(5회)
- 1회는 10.27(금) 17:00 ~ 18:00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BAB309
및 

문수국제 
양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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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활동 필수 참여, 과제 및 소감문 제출  

- 12,000원

- 단정한 복장(슬리퍼 및 반바지 착용금지) 

- 담당자 김환욱(sports@unist.ac.kr☏217-4324)

- 캠프 참가 및 수료증

- 55,000원

- 지급내역: 식비/간식비, 기념티, 모자, 강사비, 세탁비, 보험료 등

- 세면도구(수건포함), 실내화, 수영복, 개인생활용품, 

운동화, 신분증, 필기도구 등

- 담당자 김환욱(sports@unist.ac.kr ☏217-4324)

- 국궁 기초기술 습득을 통한 집중력, 자신감, 성취감 고취

- 정중동의 마음가짐 이해를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 제공

- 일정 및 장소

- 공군 사관 교육과정 체험을 통한 팀워크 향상 및 타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 경험

- 다른 형태의 리더십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한 리더의 자질 교육

- 일정 및 장소

목적

규모
(8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2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국궁1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사관캠프1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40 - 40 -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 20 - -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회 120분 OT 및 안전 교육, 궁도의 소개, 시청각 교육 BAB 309

2회 120분 예절교육,궁도장 안전 수칙, 활쏘기 기본자세 교육    
(궁대매기,활올리기 등), 빈활 당기기

3회 120분 사법교육, 활쏘기 기본자세 복습, 과녁에 화살
보내기(30m 과녁), 궁도의 이해

4회 120분 활쏘기 기본자세 복습, 경기방법 교육, 각궁올리기
시범 및 궁시의 이해, 과녁에 화살보내기(30m)

5회 120분 145m 과녁에 도전(고헌정)
30m 개인시합 및 단체전, 수료식

울주군 궁도협회

교육‧훈련 목적 내용 비고

공군사관학교

구분 일정 장소

1학기
1분반 3.15 ~ 4.12(수) 19:00 ~ 21:00(5회)
2분반 5.10 ~ 6.7(수) 19:00 ~ 21:00(5회)

2학기
1분반 9.12 ~ 10.31(화) 19:00 ~ 21:00(5회)
2분반 9.13 ~ 11.1(수) 19:00 ~ 21:00(5회)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장소

여름학기 1분반 7.17(월) ~ 7.21(금) 예정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공군사관학교 일정에 따름)

공군사관학교
(충북 청주)

1회차: BAB 309
2 ~ 5회: 고헌정

공군‧공사 이해
및 체험

국가관‧안보관‧
리더십 함양

협동심‧공동체‧
책임의식 배양
상호이해 증진

학교/전투비행단 소개 및 독도상공 비행 체험
체험 프로그램 : 비행시뮬레이터, 패러글라이딩 등

명사 초청 특강

유격, 행군(전투식량), 생환훈련, 화생방 등

생도-대학생 토론 및 간담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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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중 6회 이상 활동(여름학기 1, 2분반 8.25(목) 전원 게임 참여)

- 20,000원

- 추후공지

-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생활용품, 운동복, 운동화 등

- 담당자 김환욱(sports@unist.ac.kr ☏217-4324)

- 프로그램 확정 후 추후 공지

- 없음

- 추후공지

- 담당자 이호현(notout@unist.ac.kr ☏217-4332)

- 실내 및 야외 스포츠 교육, 지구력 및 도전 정신 함양  

- 주위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응용력 배양, 신체 조정력 향상

-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 강습 참여 

- 일정 및 장소

- 학생자치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동료 간 리더십 역량 배양

- 재학생 동료 및 선·후배간의 유대감 증진을 통한 안정적 대학생활 환경 조성

- 일반 재학생 및 동아리 학생들의 취미, 지식, 기술 등의 역량 공유 (예시) 태권도 배우기, 악기 배우기 등

- 일정 및 내용

- 일정 및 장소: 프로그램별 일정 및 장소는 추후공지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적

규모
(6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교통편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70명 내외)

내용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인공암벽등반1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Peer Leadership1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 40 - 20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35 - 35 -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회 120분 클라이밍 기본자세. 오토빌레이 체험
2회 120분 지구력 루트(기초): 트레버스, 그립법 등
3회 120분 지구력 루트(심화): 아웃사이드 스텝, 오포지션 등 
4회 120분 실내 톱로프 1: 확보장비사용법, 빌레이 기초
5회 120분 실내 톱로프 2: 발 바꾸기, 밸런스 잡기, 언더
6회 120분 실내 톱로프 3: 응용등반  
7회 120분 실전 톱로프: 루프파인딩, 호흡법, 등반중 회복
8회 120분 볼더링 게임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

구분 일정 장소

여름학기
1분반 7.3 ~ 7.28(화, 목) 15:00~17:00(8회)
2분반 8.1 ~ 8.25(화, 목) 15:00~17:00(8회)

겨울학기 1분반 12.19 ~ 12.29(화 ~ 금) (8회)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여름학기 1, 2분반 8회차는 8.25(목) 볼더링 게임 진행

실내 체육관 또는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

일정 구분 주요 내용
2017년도 1학기 Peer Leadership 활동 계획 공모
활동 인정여부 심의 및 확정 통보
세부 운영 방법 협의
운영 학생 간담회 및 사전 교육
Peer Leadership 활동 계획 설명회 개최
프로그램 개요 설명 및 학생모집
첫 수업 기간
4. 3(월) 최종 참여학생 명단 제출
프로그램 운영
2017년도 2학기 Peer Leadership 활동 계획 공모
활동 인정여부 심의 및 확정 통보
세부 운영 방법 협의
운영 학생 간담회 및 사전 교육
Peer Leadership 활동 계획 설명회 개최
프로그램 개요 설명 및 학생모집 
첫 수업 기간
10.10(화) 최종 참여학생 명단 제출
프로그램 운영

~ 3.7(화)

~ 3.10(금)

3.15(수)
3.23(목)

19:00 ~ 21:00
3.27(월) ~ 3.31(금)

~ 5월 말

~ 9.5(화)

~ 9.8(금)

9.13(수)
9.21(목)

19:00 ~ 21:00
9.25(월) ~ 9.29(금)

~ 11월 말

1학기

2학기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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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 수업 중 7회 이상 참석

- 봉사활동 권장

(장애인 본교 초청 행사시 참여 지원, 공식 봉사활동으로 인정)

- 없음(교재비 별도: 12,000원)

- 없음

- 담당자 김희중(bluekiki@unist.ac.kr ☏217-4325)

- 2개 코스 참여시 1AU 인정

- 16,000원(울산도시공사 직접납부: 추후안내)

※ 기타 할인 조건은 본인 확인

- 없음

- 담당자 이호현(notout@unist.ac.kr ☏217-4332)

-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능력 제고 및 봉사정신 함양

- 일정 및 장소

- 울산의 유적지 및 명소 탐방을 통한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

- 학기별 2개 코스 패키지 운영(코스 및 진행 일자 지정)

- 코스별 진행 경로

- 1학기 및 2학기 일정

※ 10명 이하 신청시 폐반될 수 있음(분반별 교차수강 불가)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적

규모
(12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21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화1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Ulsan City Tour1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60 - 60 -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105 - 105 -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회 75분 오리엔테이션 및 청각장애인의 이해
2회 75분 기초수화 배우기
3회 75분 기초수화 배우기
4회 75분 기초수화 배우기
5회 75분 기초수화 배우기
6회 75분 기초수화 배우기
7회 75분 수화노래 익히기, 팀별연습
8회 75분 수화노래 익히기, 팀별연습
9회 75분 수화노래 공연 및 수화소감발표

울산광역시
농아인협회

일 정 주요 내용 장 소

1학기 1분반 3.14 ~ 5.30(화) 14:30 ~ 15:45
2분반 3.14 ~ 5.30(화) 16:00 ~ 17:15

2학기 1분반 9.12 ~ 11.28(화) 14:30 ~ 15:45
2분반 9.12 ~ 11.28(화) 16:00 ~ 17:15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BAB 201

구분 경로
UNIST→ 롯데광장 →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 한국몰드 →

현대자동차 → 현대중공업 → 롯데광장 → UNIST
UNIST→ 롯데광장 → 울산시청 홍보관 → 외고산옹기마을 →

간절곶 → SK에너지 서생포왜성 → UNIST

산업탐방코스

해안탐방코스

분반 1학기 시간 코스 2학기 비고

9:00~17:30

1분반

2분반

3분반

3.31(금) 
4.7(금) 
5.12(금) 
5.19(금) 
5.26(금) 
6.2(금) 

산업탐방코스 10.27(금)
해안탐방코스 11.3(금)
산업탐방코스 11.10(금)
해안탐방코스 11.17(금)
산업탐방코스 11.24(금)
해안탐방코스 12.1(금)

울산도시공사
울산시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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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이상 참석시 이수(공연 필수 참석) / 연극캠프: 추후공지

- 정규학기: 없음, 계절학기(연극캠프): 60,000원

- 추후공지

- 담당자 이호현(notout@unist.ac.kr ☏217-4332)

- 팀활동 전체 참여 및 결과보고서 미흡시 미이수 처리

- 없음

- 추후공지

- 담당자 이호현(notout@unist.ac.kr ☏217-4332)

- 연극을 통한 자아 탐색 활동

- 소통 및 협업 능력 향상

- 일정 및 장소

- 계절학기: 여름방학 중 7월 초 예정(1박 2일)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팀 단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창의성 향상 및 협업능력 향상

- 팀별 과제 자율 선정 후 활동 

- 일정

목적

규모
(24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30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역할극(연극속의 자기 발견)1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Team Project1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100 40 100 -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150 - 150 -

구분 교육내용 비 고
1회 역할극 전반에 대한 설명 
2회 팀별 역할극 주제 및 선정 지도
3회 역할별 준비 및 파트별 연습 지도 
4회 공연 연습
5회 공연 연습
6회 공연 연습
7회 공연 연습
8회 공연 연습
공연 공연 진행 및 피드백 

극단
푸른가시

3.17(금) 13:00 ~ 14:30 경영관 강의실
3.24(금) 13:00 ~ 14:30 BAB 206
3.31(금) 13:00 ~ 14:30 BAB 206
4.7(금) 13:00 ~ 14:30 BAB 206

1학기 5.12(금) 13:00 ~ 14:30 BAB 206
5.19(금) 13:00 ~ 14:30 BAB 206
5.26(금) 13:00 ~ 14:30 BAB 206
5.31(수) 19:00 ~ 21:30 강당

2학기 ※2학기 일정 추후공지

추후공지

※팀별장소
추후공지

저녁 공연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아래는 활동 예시

활동구분 활동명 주요 내용
인문학 스터디 철학 및 사회학 스터디 
거위 연구 가막못 거위 생태 연구
웹툰 체험 웹툰 그리기
팝아트 배우기 팝아트 체험
영화 토론 팀단위 관람 3편 감상문 및 회의록 작성
전시회 견학 전시회 및 박물관 관람 최소 3회 기획
명사 인터뷰 명사 섭외, 인터뷰 사후 보고서 및 동영상 제작 등
환경 캠페인 재활용 컵 제작 판매, 환경에 대한 경각심 제고
대학생활 캠페인 피아노 추가 설치 캠페인

연구 및 학술

체험 활동

문화 및 예술

명사 인터뷰

캠페인 활동

일정 구분 주요 내용
2월 중순 1학기 Team Project 활동계획 사전 공모(팀별)
3.2(목) ~ 8(수) 개인별 수강신청
3.14(화) 19:00 Team Project 오리엔테이션 
3.23(목) 활동계획서 접수
3.27(월) ~ 3.28(화) 주제선정 심의기간
5월 말 프로그램 운영
6.1(목) 19:00 자유주제 결과발표보고회
8월 중순 2학기 Team Project 활동계획 사전 공모(팀별)
8.28(월) ~ 9.1(금) 개인별 수강신청
9.12(화) 19:00 Team Project 오리엔테이션 
9.21(목) 활동계획서 접수
9.25(월) ~ 9.26(화) 주제선정 심의기간
11월 말 프로그램 운영
11.30(목) 19:00 자유주제 결과발표보고회

1학기

2학기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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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참가 및 수료(해당 기관에서 수료증 발급)

- 40,000원

- 간편복장, 운동화, 개인세면도구, 우산(우천 시), 모자 등

- 담당자 신현배(kiresy@unist.ac.kr ☏217-4323)

-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의 삶과 철학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통해 리더로서의 인문적 소양 함양

기회 제공

- 매 회 사회 각 분야 전문가 특강(1시간내외) 및 자유로운 질의 응답(1시간 내외)

- 일정 및 장소

- 한국 전통사상과 철학을 이해하고, 과학기술 리더로서의 도덕성과 사명감 함양 기회 제공

- 방학기간을 활용,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협력 2박 3일 일정의 캠프 프로그램 운영

- 일정 및 장소

목적

규모
(1,40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4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리더십특강1 리더십센터

운영 프로그램 전통사상체험1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700 - 700 -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 40 - -

프로그램(일부 변경가능) 주요내용 비고
도산서당, 서원에서 퇴계 배우기 
상덕사 알묘레(퇴계선생 뵙고 인사)
21세기 나의 바람직한 삶과 선비정신
퇴계종손과의 대화(공경스런 손님 대함)
활인심방(活人心方) 실습
청량산에 깃들여 있는 선비들의 자취
산속에서 느끼는 삶의 힐링
종가문화 속에 살아있는 선비정신
선비정신 실천 토의내용 발표/공유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서당과 서원탐방(현장Ⅰ)

강의
퇴계종택 방문(현장Ⅱ)
선비의 건강관리

청량산 탐방(현장Ⅲ)

퇴계태실 방문(현장Ⅳ)
실천다짐 발표

일정 주요 내용 장소

여름학기 6.26(월) ~ 6.28(수) 2박 3일 캠프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경북 안동시 소재)

1회 3.23(목) 16:00 ~ 17:30
2회 4.6(목) 16:00 ~ 17:30

1학기 3회 4.27(목) 16:00 ~ 17:30
4회 5.11(목) 16:00 ~ 17:30
5회 5.25(목) 16:00 ~ 17:30
1회 9.7(목) 16:00 ~ 17:30
2회 9.21(목) 16:00 ~ 17:30

2학기 3회 10.26(목) 16:00 ~ 17:30
4회 11.9(목) 16:00 ~ 17:30
5회 11.23(목) 16:00 ~ 17:30

※ 특강 강사진은 공지 예정
※ 사정에 의해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BAB 111

추후 공지

문학, 예술, 철학,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문학, 예술, 철학,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구분 일시 주요내용 장소

- 학기별 5회 참가 시 1AU 부여(수시로 개최되는 명사초청 특강 포함, 학기당 2 ~ 3회 예정)

- 별도 수강신청은 없으며 강의 시작 전/후 출석 확인으로 대체(2회)

- 없음

- 학생증 지참(출석 확인용)

- 담당자 신현배(kiresy@unist.ac.kr ☏217-4323)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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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부서(생활지원팀)에 따름

- 없음

- 상세내용 추후공지

- 생활지원팀 담당자 김정호(pop2007@unist.ac.kr ☏217-4015)

- 학생들의 진로설정과 진로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 지원

정규학기 프로그램

- 필수항목: 진로검사, 탐색, 이력서 관리 프로그램 (3hrs × 3회 = 9hrs)         

- 선택항목: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중 2개 선택 (3hrs × 2회 = 6hrs)

※ 수업(2시간) 선택 시 3회 이수 시 인정  

계절학기 프로그램

- 1일차: 진로와 자기탐색, 직업탐색(5hrs)

- 2일차: 의사결정, 취업정보, 자기소개서 작성(5hrs)

- 3일차: 면접준비, 모의면접, 피드백(5hrs)

- 일정

- 체계적인 생활멘토링·교육으로 신입생 학교생활 정착에 기여

- 선후배간 어울림을 통한 상호소통 및 연대의식 제고

- 대상: 2017학년도 RA팀장(66명)

※ 지정된 학생대상 프로그램입니다.(문의: 생활지원팀)

- 생활멘토링(필수참여): 16시간 인정

•세부내용: 생활면담(8시간), 튜터링(1시간), 생활관적응지도(7시간)

•팀장 생활면담: 생활, 학업, 진로, 교우관계 등 면담 후 보고서 제출(2회 실시), 1회 4시간 인정

•사감 튜터링: 팀장면담(1회 실시), 1회 1시간 인정

•생활관 적응지도: 총 3회, 생활점검 2회, 퇴사점검 지원 1회 실시

※ 생활점검 1회(2시간 인정), 퇴사점검 1회(3시간 인정) 

•활동 미참여: 16시간 중 4시간 이내 활동 미참여시 레포트 대체예정

- 어울림 활동(미필수): 자치단체 프로그램 및 어울림데이(2회) 참여

- 일정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적

규모
(9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66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2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RA 멘토십2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30 15 30 15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66 - - -

구 분 3월 4월 5월 6월 비 고
생활면담 1회차 2회차 보고서 제출
튜터링 1회 5명 팀장/튜터1명
생활관

1회차 2회차 퇴사점검 점검확인
적응지도

어울림활동 반갑DAY 수고했DAY
자치단체프로그램

5월 시행예정

1월 ~ 2월 연간 프로그램 세부계획(안) 수립 및 강사진 섭외

1학기
3월 참여학생 모집

3월 ~ 6월 특강 및 프로그램 실시(※시간 차후공지)
6월 참여학생 명단이관(성적처리)

여름학기 7월 ~ 8월 학생 모집 및 집중프로그램(3일) 실시
7월 ~ 8월 강사진 섭외

2학기
9월 참여학생 모집

9월 ~ 12월 특강 및 프로그램 실시(※시간 차후공지)
12월 참여학생 명단이관(성적처리)

겨울학기 1월 ~ 2월 학생 모집 및 집중 프로그램(3일) 실시

일정 구분 주요 내용

- 정규학기 프로그램: 필수항목(3개) + 선택항목(2개) 참여 시 1AU 
- 계절학기 프로그램: 3일간 집중 진로프로그램 참여 시 1AU 

- 없음

- 상세내용 추후공지

- 학생팀 담당자 여희진(heejinyeo@unist.ac.kr ☏217-1138)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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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부서(생활지원팀)에 따름

- 없음

- 상세내용 추후공지

- 생활지원팀 담당자 박지민(jimin@unist.ac.kr ☏217-4014)

-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배양

- 실용적인 스피치 노하우 및 프레젠테이션 스킬 습득

- 대상: 2018학년도 RA팀장(66명)

※ 지정된 학생대상 프로그램입니다.(문의: 생활지원팀)

- 관계와 소통을 위한 리더십 향상 교육

- 구성

- 일정

- 체계적인 생활멘토링으로 외국인 신입생 학교생활 정착에 기여

- 한국학생의 Global Leader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제공

- 대상: 2017학년도 GRA팀장(14명)

※ 지정된 학생대상 프로그램입니다.(문의: 생활지원팀)

- 생활멘토링(필수): 멘토 생활면담(6시간), 생활관적응 지도(3시간), 

•멘토 생활면담: 생활, 학업 ,진로, 교우관계 등 면담 후 보고서 제출, 한 학기 2회 실시(1회 3시간)

•생활관 적응지도: 생활점검, 퇴사점검 지원/1학기 2회~3회

- 어울림 활동(필수): 멘토가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 후 어울림 활동 진행 및 참여(7시간) / 

1학기 2회~3회 → 총 16시간(1AU) 인정

- 일정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적

규모
(66명 예정)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14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RA 멘토십(리더십 강좌)2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글로벌 RA 멘토십2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 - - 66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 - 14 -

구 분 9월 10월 11월 12월
멘토링활동 1회 1회

생활관 적응지도 1차 정기점검 2차 정기점검 퇴사 점검
어울림 활동 1회 1회 1회

DAY 1 성공의 기초 및 Ice Breaking
인간관계 / 스피치 스킬 / 열정

DAY 2 표현력 개발 / 스피치 스킬
인간관계 / 스피치 스킬  / 문제해결 역량

DAY 3 유연성 개발 / 인간관계(리더가 되라)
스피치 스킬 / 리더십 개발 / Summary & Action Plan

구분 주요내용

팀장 선발 RA팀장 66명 조기선발
강의 협의 카네기센터와 일정협의
강의 교육 방학 첫 주 5일 실시

구분 11월 12월 비고

- 운영부서(생활지원팀)에 따름

- 없음

- 상세내용 추후공지

- 생활지원팀 담당자 김정호(pop2007@unist.ac.kr ☏217-4015)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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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부서(글로벌센터)에 따름

- 없음

- 추후공지

- 글로벌센터 담당자 정윤조(yjchung@unist.ac.kr ☏217-4124)

- 학부생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학습 생산성 증대

- 학술자료 및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를 통한 효율적인 학습활동 지원

- 도서관 이용 교육(Library Classes)

※ 상세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변동 가능(프로그램 당 최소 2회 실시 예정)

- 일정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내외국인 학생들의 글로벌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 구성: Culture Exchange Conversation + 조기적응 프로그램 특강 + International Day

- 일정

목적

규모
(8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4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정보활용능력2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2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40 - 40 -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10 - 30 -

프로그램 및 내용 교육일정 인정시간

3.2(목) ~ 3.10(금) 프로그램 공지 및 사전 수강 신청
3.13(월) ~ 3.15(수) 수강 정정
~ 6.9(금) 최종 이수내역 제출
9.1(금) ~ 9.8(금) 프로그램 공지 및 사전 수강 신청
9.13(수) ~ 9.15(금) 수강 정정
~ 12.8(금) 최종 이수내역 제출

일정 주요 내용 비 고

- 인정시간 14시간 참여

- 없음

- 상세내용 추후공지

- 문헌정보팀 담당자 천세진(chunse1004@unist.ac.kr ☏217-1411)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Please Tell Me More about Library!(A)
-도서관 시설, 자료 이용 안내 
Please Tell Me More about Library!(B)
-도서관 서비스, 웹사이트 이용 안내
Efficient Information Retrieval Using Library Website!
-도서관 웹사이트 내 검색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학술자료 검색
Guide to Use e-Book and Audiobook
-전자책(e-Book), Audio Book 활용
Let’s Write a Report!
-리포트 작성 프로세스와 그에 따른 학술자료 검색

1

2

3

4

5

이론
1시간

실전
이론

1시간
실전
이론

2시간
실전

2시간

2시간

3.2
~
6.2

구분 주요내용

CEC

조기적응
프로그램

International
Day

국제학교
협력 프로그램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한 내외국인의 다양한 시각 공유
※학기당 7회 시행, 발표 및 참여
한국이민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외국인유학생 조기적응 프로그램
※학기별 1회 시행(인정시간 3시간)
각국 전시 및 행사를 통한 본원 내외국인 학생들 간의 화합의 장
※학기별 1회(인정시간 9시간)
울산 인근 국제학교에서 STEM 관련 수업 활동 및 멘토링 활동
※시행 예정(추후 공지), 2학기 진행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2월 프로그램 안내

1학기 3월 ~ 5월 프로그램별 신청자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
6월 프로그램 이수자 통보
8월 중 프로그램 안내

2학기 9월 ~ 11월 프로그램별 신청자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
12월 프로그램 이수자 통보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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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의 80% 이상 참여 시 1AU

- 없음

- 상세내용 추후공지

- 언어교육원 담당자 김지영(resiliencekim@unist.ac.kr ☏217-4075)

- UNIST 및 해외 우수대학 학생과 지도교수가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서 단기 인턴십을 수

행하고 마케팅 전략수립, 해외 수요처 발굴 등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기초마케팅 및 컨설팅 교육(수당 외 활동시간 20시간 구성)

- 일정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생들의 세계적 사고 및 가치관 형성과 다양한 문화 및 영어활용을 통하여 세계적 리더십 형성 

- English Commons A: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영어를 활용한 기초과정

＊GRA 연계 외국인 신입생 및 멘토(일반 학생도 참여 가능)

•주 2회 × 1.5hrs × 5주 = 15hrs(정규학기, 여름학기 운영)

- English Commons B: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영어를 활용한 심화과정

•주 2회 × 1.5hrs × 5주 = 15hrs(정규학기, 겨울학기 운영)

- 일정

목적

규모
(2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44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글로벌 마케팅 & 컨설팅 프로그램(GMCP)2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English Commons A and B2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 20 - -

구분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English Commons A 80 60 80 -
English Commons B 80 - 80 60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8시간 미참석시 미이수 처리

- 없음

- 상세내용 추후공지

- 산학혁신팀 담당자 서민원(mwseo@unist.ac.kr ☏217-1582)

1학기
3월 ~ 4월 참여기업 및 학생 모집
4월 ~ 5월 참여학생 대상 컨설팅 교육

여름학기 7월 인턴십 진행 ※리더십 인정학기
9월 컨설팅 프로젝트 진행방향 서면합의

2학기 9월 ~ 12월 기업별 컨설팅 진행
12월 컨설팅 결과보고

일정 구분 주요 내용

2월 말 참여학생 모집

1학기
3월 프로그램(5주) 진행
4월 ~ 5월 성적 확인 및 처리 / 프로그램(5주) 진행
6월 성적 확인 및 처리

여름학기 6월말 ~ 7월 프로그램(5주) 진행 / 성적처리
8월 말 참여학생 모집

2학기
9월 프로그램(5주) 진행
10월 ~ 11월 성적 확인 및 처리 / 프로그램(5주) 진행
12월 성적 확인 및 처리

겨울학기 12월말 ~ 1월 프로그램(5주) 진행 / 성적처리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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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중 5개 이상의 특강 이수

- 없음

- 상세내용 추후공지

- 언어교육원 담당자 김지영(resiliencekim@unist.ac.kr ☏217-4075)

- 다양한 문화 및 언어교류를 통하여 리더십 능력 제고

- 한국학생과 외국인학생들의 그룹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및 언어를 교환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

- 구성

•1:1 또는 1대 多 매칭(외국인 학생 및 한국인 학생)

•총 2~3회의 그룹 프리젠테이션(2시간×3=6시간/2시간×2=4시간)

• 지역 명소(문화탐방) 방문 및 팀 활동(5회×1.5시간 = 7.5시간)

- 일정

- 이공계 학생들에게 필요한 논리적 사고능력과 체계적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3개 학기(연중)  00명

- 학점인정기한: 2017학년도 2학기

- 영어 Writing 및 Speaking에 관련한 전문가 초청 특강

•구성: 2시간 × 4회 = 8시간

- 한글 글쓰기에 관련한 전문가 초청 특강

•구성: 2시간 × 4회 = 8시간

- 기간: 1학기 ~ 여름학기 ~ 2학기

- 일정

목적

규모
(8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목적

규모
(00명 내외)

내용

이수 요건

참가비

준비사항

문의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PALS(Partnerships to Advance Language Study)2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Communication Solutions Series2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20 20 20 20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00 00 00 -

일정 구분 주요 내용

- 그룹별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발표

- 없음

- 상세내용 추후공지

- 언어교육원 담당자 김지영(resiliencekim@unist.ac.kr ☏217-4075)

3월 참여학생 모집
1학기 4월 ~ 5월 활동 진행

6월 성적 확인 및 처리
여름학기 6월말 ~ 7월 참여학생 모집 / 활동 진행 / 성적처리

9월 참여학생 모집
2학기 9월 ~ 12월 활동 진행

12월 성적 확인 및 처리
겨울학기 12월말 ~ 1월 참여학생 모집 / 활동 진행  / 성적처리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월 ~ 2월 강사진 섭외 및 일정계획
3월 참여학생 모집(LEC)
3월 ~ 6월 특강 실시(※시간 차후공지)
6월 참여학생 명단정리
7월 ~ 8월 강사진 섭외 및 학생 참여
9월 참여학생 수강신청(리더십센터) ※수강신청
9월 ~ 12월 특강 실시(※시간 차후공지)
12월 수강인원 성적처리 ※성적처리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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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활동을 리더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봉사활동 장려

- 사회봉사 이행시간을 15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리더십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1. 해당기관 확인서 또는 인정서류를 포탈사이트에 등록

※ 2016. 3. 1일 부터 봉사시간 누적 가능(학점 환산 후 잔여 시간도 누적)

※ 리더십학점 인정 봉사등록기간 안내: 학생팀 안내에 따름

2. 학점이수를 원하는 학기에 사회봉사 프로그램 수강신청

※ 15시간 단위로 환산되어 이수처리(S)

- 최대 4개까지 수강가능(사회봉사 1, 2, 3, 4로 구분)

- 수강신청 해당학기에 봉사시간 미충족시 미이수 처리(U)

※ 미이수 처리된 수강과목은 재수강 가능(분반별 구분 주의!)

- 봉사시간은 단순 등록 및 누적만으로 성적처리 불가

※ 리더십학점 인정 필요시 수강신청 필수

- 하루 최대 인정 봉사시간: 8시간

- 사회봉사는 매학기 개설 

- 봉사등록 및 봉사처 문의

※ 학생팀 한재원(jwhan@unist.ac.kr ☏217-1136)

- 사회봉사 리더십학점 인정(성적) 관련 문의

※ 리더십센터 이호현(notout@unist.ac.kr ☏217-4332)

인정 목적

개요

방법

주의사항

문의

타 부서
운영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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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취소 및 수강포기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름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강 일정(리더십 프로그램) 및 주요 일정 요약

구분 월 일정 UNIST 학사

2일(목) 1학기 개강
2일(목) ~ 8일(수)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리더십 프로그램 수강신청)
9일(목) ~ 22일(수) 1학기 수강취소기간
23일(목) ~5월 2일(화) 1학기 수강포기기간
20일(목) ~ 26일(수) 1학기 중간고사
31일(수) ~ 6월 2일(금)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리더십 프로그램 수강신청)
15일(목) ~ 21일(수) 1학기 기말고사
21일(수) 1학기 종강
22일(목) ~ 8월 27일(일) 하계방학
29일(목) ~ 8월 9일(수) 여름계절학기
5일(수) 성적제출 마감 및 확정
2일(수) ~ 4일(금) 2학기 수강신청
16일(수) 여름계절학기 성적제출 마감 및 확정
28일(월) 2학기 개강
28(월) ~ 9월 1일(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리더십 프로그램 수강신청)
16일(월) ~ 20일(금) 2학기 중간고사
29일(수) ~ 12월 1일(금) 겨울계절학기 수강신청(리더십 프로그램 수강신청)
11일(월) ~ 15일(금) 2학기 기말고사
15일(금) 2학기 종강
16일(토) ~ 2월 28일(수) 동계방학
26일(화) ~ 2월 5일(월) 겨울계절학기
29일(금) 성적제출 마감 및 확정
31일(수) ~ 2월 2일(금)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12일(월) 겨울계절학기 성적제출 마감 및 확정

3

4
5

6

7

8

8

10
11

12

1
2

2017학년도
1학기 ~
여름학기

2017학년도
2학기 ~
겨울학기

Ⅲ
수강 안내
(2017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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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방법리더십 프로그램 과목명

과목코드
1학기 여름 2학기 겨울 ULP(코드+분반)

25×2 25×2 25×2 ULP20101, ULP20102

20×2 20×3 20×2 ULP21101, ULP21102
ULP21103

20×1 20×2 ULP21301, ULP21302
20×2 20×2 ULP21501, ULP21502

30 ULP40701
20×2 20×1 ULP21601, ULP21602

35×1 35×1 ULP30501
30×2 30×2 ULP40401, ULP40402

35×3 35×3
ULP40301, ULP40302, 
ULP40303

100×1 40×1 100×1 ULP40201

150×1 150×1 ULP30101

700 700 ULP40901
40×1 ULP41101

30×1 15×1 30×1 15×1 ULP41001
66×1 ULP41201

66×1 ULP41301
14×1 ULP41401

40×1 40×1 ULP30401

20×1 ULP40801

80×1 60×1 80×1 ULP50501
80×1 80×1 60×1 ULP50101
20×1 20×1 20×1 20×1 ULP50201

00×1 ULP50601

10×1 30×1 ULP50401

9,999 9,999 9,999 9,999 ULP60101, ULP60201,
ULP60301, ULP60401

조정

응급처치

양궁
국궁
사관캠프(공사)
인공암벽등반
Peer Leadership
수화
울산시티투어
(이전 ‘지역역사문화탐방’)
역할극(연극속의 자기발견)
Team Project
(이전 ‘자유주제’)
리더십특강
전통사상체험
진로탐색 프로그램
RA 멘토십
RA 멘토십(리더십 강좌)
글로벌 RA 멘토십
정보활용능력
글로벌 마케팅 & 컨설팅
프로그램(GMCP)
English Commons A
English Commons B
PALS
Communication
Solutions Series(연중)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사회봉사 1 ~ 4

※ 반드시 분반별 일정을 프로그램 상세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ULP20101 

- ULP: UNIST LEADERSHIP PROGRAM 
- 201: 조정 과목 코드 번호 
- 01: 분반 번호 
→ ULP20101: 조정1분반, ULP20102: 조정2분반 

※ 리더십 프로그램 과목명, 개설학기 및 인원(분반), 과목코드

개설학기(인원×분반)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 바로가기 클릭

2

공지사항 확인

3

‘검색어’ - ‘과목번호’

4

‘ULP’ 검색 후 ‘신청’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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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사례

저는 이번 자유주제라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웹툰 그리기라는 색다른 경험을 해 볼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다른 리더십 프로그램은 아직 하나도 안 해보았지만, 처음 이수한 리더십 프로그

램이 자유주제라서 저는 너무 좋았고 만족스러운 하나의 경험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

회를 통해 웹툰 작가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앉아서 펜으

로 슥슥 그림만 그리면 되는 직업이라 생각해서 단순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 생각 했는데, 막

상 제가 이번에 직접 해보니 매번 새로운 스토리를 구상해야 되고 이를 그리고 색칠하고 정해진 기

간내에 마무리까지 해야 되니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 웹툰을 즐겨

보는 편은 아니지만, 웹툰 작가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도 아니라 처음 웹툰 그리기 라는 주제를 선정 했을 때 많은 걱정을 했는데, 인기있는

웹툰들을 보면 알겠지만 웹툰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 있는 캐릭

터를 발명하여 그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그림에 대해 큰 부담없이 웹툰을 그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웹툰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한 번 배워보고

제대로 그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학교가 괜찮다면 리더십 프로그램 중 하나로 웹툰 그리기를 추

가하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조원들도 다들 만족스러웠던 리

더십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마무리 하여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리더십 프로그램 역할극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13년도부터 개그의 발견이라는 개그 연

극 동아리의 활동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극 준비 자체는 꽤나 제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까지 배우를 해오기도 했고 그런 경력에 비해서는 연기가 어색한 부분이 많아 이번엔 연출 쪽을 담

당하고 싶어서, 음향을 맡았는데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개그 동아리에서도 연출 스태프끼리는 무전으로 통신하여 무대를 도왔는데 그 역할을 해보니

너무나도 어색하면서도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음향을 무대 옆에서 맡다 보니 무대 상황 전달 등

을 직접 했어야 했고 그런 이유로 꽤나 긴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무대는 실수 없

이 진행되었고 피날레의 노래와 춤에서는 조원들이 연습을 많이 해온 만큼 괜찮은 무대를 보여주어

여러 번 이미 보았던 무대였지만 다시금 감격했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공연들도 완성도가 높아 매

우 놀라웠고, 음향 담당으로서 좀 더 준비를 잘했다면 더 나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원들은 다행히도 아쉬움보다는 후련함과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리더십 담당 선생님께서 리더십 역할극 활동이 다른 활동들에 비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셨

는데,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른 리더십 활동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만, 다른 학우들이 역

할극 활동에 많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리더십 프로그램 역할극
이성원(기계및신소재공학부)

리더십 프로그램 자유주제
김유경(에너지및화학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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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Peer Leadership 활동계획 서식 - Team Project 활동계획 서식

리더십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언제 하나요?

정규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기간에 리더십 수강신청이 동시에 진행이 되며,

계절학기의 경우 수강신청은 정규 교과 수강신청과 시기가 동일합니다.

(수강 일정 요약 참조 p.35)

- Team Project 결과보고서

A

Q

질문

4
리더십 프로그램 중 사회봉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봉사활동 시간 누적 시점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입니다. 

- 사회봉사 1, 2, 3, 4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마다 개설됩니다.(신청인원 제한 없음)

- 추가 유의사항

•사회봉사 리더십 이수학점은 수강신청을 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인증서를 포털에 등록하는 절차만으로 학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 헌혈의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1회에 4시간이며, 시기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봉사활동 인증 등록 및 봉사 관련 문의: 한재원(jwhan@unist.ac.kr ☏1136)

A

Q

질문

2
한 학기에 리더십 프로그램을 두 개 이상 이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2017학년도 변경사항)A

Q

질문

3
휴학 중이어도 리더십 프로그램이 이수가 가능한가요?

- 휴학생은 리더십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진행 도중 학기 중 휴학을 하시면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A

Q

질문 사례 FAQ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자유형식 PPT 제작_

우수사례 예시

계획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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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 world leading science and technology leader for the prosperity of humankind, various skills
and abilities are required. The problems we are facing now and will face in the future are
diverse and serious, and relevant problem-solving skills will be required.
It may be difficult or impossible for someone with only one area of expertise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is why future leaders require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tenacity.
The UNIST Leadership program is willing to respond to the needs of the times. We provid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challenge that the times require and
wish for UNIST alumni to be the FIrST MoVer in their fields.
We expect UNIST students to strive for expertise in their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and also
for their personalities leading the change of the world.

all UNIST students should complete at least 8aU of Leadership programs; this is a compulsory
requirement for graduation. The Leadership program is operated as the follows. 
1. every program grants 1aU based on 16 hours of activity time.

Some modifications might be made depending on the program.
2. Volunteering is acknowledged up to 4aU.
3. a same program can be taken only once during enrollment.
4. an activity fee may be required depending on a program.

How is Leadership
Program operated?

What is the Leadership
Program?

1. Multiple activity registration for Leadership Program

(example) Rowing + First Aid

2. The requirement to attend one career special lecture per

semester condition has been removed.

3. Activity name change

- Free Subject → Team Project, Local History&Culture Visit
→Ulsan City Tour
- Role Play → Role Play(self-discovery within a play)

4. New programs have been added.

- Sports Climbing, Peer Leadership, Special Leadership

Lectures, Korean Traditional Thoughts Experience

- Career Exploration Program, RA Mentorship(Leadership

Lecture), Global RA Mentorship

- Communication Solutions Series
※ Re-registration for courses that have been completed (s) is impossible

Main Changes
to 2017
Leadership
Program

Ⅰ 
Leadership Program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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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7 Leadership Program
Operation Plan
1.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2.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Rowing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15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 participating in rowing activity(compulsory), passing ergometer

Test, submitting assignment

- ￦ 15,000 

- Sports wear, sneakers, personal hygiene items, hat, sun

cream, sun glasses and other personal items

- hwanWook kim(sports@unist.ac.kr ☏217-4324)

- Schedule(period, location)

Session Open period Location

Spring Summer Fall Winter

50 50 50 -

- enhancing teamwork, leadership, and physical fitness via team sports
- Improving cooperation, endurance, and consideration as a researcher

1

UNIST
gymnasium

and
Taehwa

river
mooring

Time Content Remarks

60min oT and Safety education

120min ergometer usage, Basic Technique education

90min 2/4/8(members) ergometer Team education

90min ergometer Team Match

Safety education and warming up

300min Boat carrying, boarding and oar phase technique

Introducing each position, stroking, 2, 4, 8 handling

300min
Balance maintaining, handling, boat berthing

Boat long-distance tour and practice match

Spring Class 1 3.17 ~ 4.7(Fri.)

Class 2 4.28 ~ 5.26(Fri.)

Summer
Class 1 6.23 ~ 7.14(Thu.)

Class 2 6.23 ~ 7.14(Fri.)

Fall
Class 1 9.1 ~ 9.9(Fri., Sat.)

Class 2 9.15 ~ 9.23(Fri., Sat.)

rowing Machine 2 times

(09:00 ~ 12:00)

Boat Training 2 times

(07:00 ~ 12:00)

1

2

3

4

BaB 313

gymnasium
B104

Taehwa river
mooring

(7:00~12:00)

※ Watch 7 rowing episodes of ‘Infinite challenge’ before and after rowing activity, assignment submission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 Summer 1, 2 classes: 1st session on 6.23(Fri.) will be held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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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ester : participating in over 7 lectures and test

- Summer session : participating in all lectures and test

- ￦ 10,000 

- Comfortable wear, no makeup, pen etc. 

- heeJung kim(bluekiki@unist.ac.kr ☏217-4325)

- participating in 5 lectures, submit assignment and review

- ￦ 13,000

- Sports wear, sneakers, sun glasses, shoelaces and other

personal items

- hwanWook kim(sports@unist.ac.kr ☏217-4324)

- enhancing teamwork, leadership, physical fitness via team sports
- Improving cooperation, endurance, consideration as a researcher

- held according to the First aid course of the korean red Cross

- Schedule(period, location)

- Improving concentration, confidence and accomplishment through learning  the basic skills of archery
- providing a change to stay calm and to reflect on oneself

- Basic techniques of archery, alternative game, 10m, 20m individual and team game

- Schedule(period, location)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14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6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40 60 40 -
Spring Summer Fall Winter

20 - 40 -

1 80min purpose and necessity of first aid, emergency actions

2 80min respiratory system and circulatory system(heart attack)

3 80min Cpr

4 80min how to use aeD

5 80min airway obstruction

6 80min Tissue Injuries and Bleeding

7 80min Dressing and Bandaging

8 80min Injuries to Muscles, bones and joints

9 80min addiction(ingestion, inhalation, contact, injection)

korean
red Cross

Ulsan branch

BaB 313

Spring
Class 1 3.17 ~ 6.2(Fri.) 14:30 ~ 15:50(9 sessions)

Class 2 3.17 ~ 6.2(Fri.) 16:00 ~ 17:20(9 sessions)

Class 1 7.4 ~ 7.7(Tue. ~ Fri.) 14:00 ~ 17:00(4 sessions)

Summer Class 2 7.11 ~ 7.14(Tue. ~ Fri.) 14:00 ~ 17:00(4 sessions)

Class 3 7.18 ~ 7.21(Tue. ~ Fri.) 14:00 ~ 17:00(4 sessions)

Fall
Class 1  9.8 ~ 12.1(Fri.) 14:30 ~ 15:50(9 sessions)

Class 2 9.8 ~ 12.1(Fri.) 16:00 ~ 17:20(9 sessions)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First Aid1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Archery1

Time Content Remarks

1 60min oT and safety education of archery center

2 150min
Introduction to archery, basic posture education

10m target hitting

3 150min
Balloon popping in teams

10m target hitting

4 150min
20m target hitting

Team tournament 

5 150min
Individual preliminary(6 end per individual)

Individual tournament final

Ulsan Nam-gu
Sports Council

archery
association

BaB 309
Time Content Remarks

Session Open period Location

Spring Class 1
5.12 ~ 6.3(Sat.)  9:30 ~ 12:00(5 sessions)

- First session : May 12(Fri.)  17:00 ~ 18:00

Class 1
10.28 ~ 11.18(Sat.)  9:30 ~ 15:00(5 sessions)

Fall
- First session : 10.27(Fri.) 17:00 ~ 18:00

Class 2
10.28 ~ 11.18(Sat.)  12:30 ~ 15:00(5 sessions)

- First session : 10.27(Fri.) 17:00 ~ 18:00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Session Open period Location

First session 
- BaB 309

archer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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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ting in 5 Times of lecture, submit assignment and

review

- ￦ 12,000

- Neatly dressed(no Slippers and Shorts) 

- hwanWook kim(sports@unist.ac.kr ☏217-4324)

- participating in the camp and completion

- ￦ 55,000

- Items given: meal and snack fees, memorial t-shirt, hat,

lecturer fee, laundry fee, insurance fee etc.

- personal hygiene items(incl. towel), slippers, swimming suit,

personal items, sports wear, IDcard, pens, etc.

- hwanWook kim(sports@unist.ac.kr ☏217-4324)

- Improving concentration, confidence and accomplishment through learning the basic skills of
gukgung

- providing a change to stay calm and to reflect on oneself

- Schedule(period, location)

- enhancing teamwork and communication with other academy students by experiencing
officer Camp curriculum.

- Vision education of leader via communication with academy students

- participate in officer Camp for 5 days 4 nights

- Schedule(period, location): To be announced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8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2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40 - 40 -

Spring Summer Fall Winter

- 20 - -

1 120min oT and safety education, introduction into gukgung

2 120min
Safety rules of gukgung center

Importance of punctuality, manner education, audiovisual education

3 120min
Naming bow and arrow, lifting arrow, positioning gungdae

pulling empty arrow and bow education

Basic posture coaching, hitting target

4 120min handling bow and arrow, demonstration of horn bow, 

bowmanship education

5 120min
accurate understanding the usage of bow and posture coaching,

Team competition

Ulju-gun
Bowmanship
association

BaB 309

First session 
- BaB 309

gukgung
Center 

Spring
Class 1 3.15 ~ 4.12(Wed.) 19:00 ~ 21:00(5 Sessions)

Class 2 5.10 ~ 6.7(Wed.) 19:00 ~ 21:00(5 Sessions)

Fall
Class 1 9.12 ~ 10.31(Tue.) 19:00 ~ 21:00(5 Sessions)

Class 2 9.13 ~ 11.1(Wed.) 19:00 ~ 21:00(5 Sessions)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Gukgung(Korean Traditional Archery)1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Officer Camp1

Time Content Remarks

Session Open period Location

Education‧Training
Program Remarks

Purpose

air Force

academy

Summer Class 1 7.17(Mon.) ~ 7.21(Fri.) (5 days 4 nights) air Force academy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Understanding 

air Force·air Force

academy

Fostering patriotic spirit

and·leadership

Cultivating

cooperation·community·

responsibility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Introduction of academy, fighter wing and flight

experience(program : flight simulator, paragliding etc)

Special lecture

guerrilla training, marching(combat ration), 

survival training, CBr etc

Cadet-University Student debate and gathering

Session Open period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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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ting in over 6 sessions
※ Summer 1, 2 class: 8.25(Thu.) session: compulsory participation

in the game

- ￦ 20,000

- personal hygiene items(incl. towel), personal items, sports

wear, sneakers, etc.

- hwanWook kim(sports@unist.ac.kr ☏217-4324)

- To be announced after program confirmation

- None

- To be announced

- hohyun Lee(notout@unist.ac.kr ☏217-4332)

- Indoors and outdoor sport education, encouraging challenge
- enhancing practical ability to use the surrounding, improving body control

- Schedule(period, location)

- Cultivating peer leadership via skills of individual students
- Forming stable university life through enhancing the bond between peers and colleague

- Share hobbies, knowledge and techniques of general students and clubs
(example) Learning Taekwondo, learning musical instruments, etc.

- opening period and content

Objective

Amount of
Attendee
(approx. 6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7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 40 - 20

Spring Summer Fall Winter

35 - 35 -

1 120min Basic posture of climbing. auto belay experience

2 120min endurance route(basic): traverse, grip etc.

3 120min endurance route(advance): outside step, opposition etc.

4 120min Indoor top rope 1: anchor installation, basic belay

5 120min Indoor top rope 2: foot change, balance, under

6 120min Indoor top rope 3: applied climbing 

7 120min Indoor top rope: route finding, breathing, recovery during climbing

8 120min Bouldering game 

Yeongnam
alps

International
Climbing
Center

UNIST gymnasium
and Yeongnam alps

International
Climbing Center

Summer
Class 1 7.3 ~ 7.28(Tue., Thu.) 8 sessions

Class 2 8.1 ~ 8.25(Tue., Thu.) 8 sessions

Winter Class 1 12.19 ~ 12.29(Tue. ~ Fri.) 8 sessions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Sports Climbing1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Peer Leadership1

Time Content Remarks

Session Open period Location

Open period Main Content

publicly invite plans for 2017 Spring

review activity plans and notice confirmations

Detail operation plan discussion

Briefing session and prior education for operating student

peer Leadership activity plan briefing session

- program introduction and recruiting students

3.27(Mon.) ~ 3.31(Fri.) First lecture period

4. 3(Mon.) Final attendee list submission

program operation

publicly invite plans for 2017 Fall

review activity plans and notice confirmations

Detail operation plan discussion

Briefing session and prior education for operating student

peer Leadership activity plan briefing session

- program introduction and recruiting students

9.25(Mon.) ~ 9.29(Fri.) First lecture period

10. 10(Tue.) Final attendee list submission

program operation

~ 3.7(Tue.)

~ 3.10(Fri.)

3.15(Wed.)

3.23(Thu.)

19:00~21:00

~ late May

~ 9.5(Tue.)

~ 9.8(Fri.)

9.13(Wed.)

9.21(Thu.)

19:00~21:00

~ late Nov.

Spring

Fall※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 Schedule(period, location): depends on the Lecturer’s policies



- participating in over 7 sessions out of 9 sessions

- Volunteering work recommended(during school-tour with

disabled child, student support and participation)
※ acknowledged as official volunteering work

- None(Textbook excluded: ￦ 12,000)

- None

- heeJung kim(bluekiki@unist.ac.kr ☏217-4325)

- 1aU when participated in 2 courses

- ￦ 16,000

※ Direct payment to Ulsan Metropolitan Corporation: to be announced

- None

- hohyun Lee(notout@unist.ac.kr ☏217-4332)

- Cultivating communication skills with various members of society and enhance volunteering spirit
※ The program will be conducted in korean only.(Sign Language: korean Version)

- Learning Sign Language(※ korean Version)
- activity content

- Schedule(period, location)

- Improving awareness of Ulsan by visiting historic sites and attractions

- operating 2 course per semester(course and date designated)
- Course routes

- Schedule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12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21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60 - 60 -

Spring Summer Fall Winter

105 - 105 -

1 75min orientation and understanding of deaf people

2 75min Learning basic sign language

3 75min Learning basic sign language

4 75min Learning basic sign language

5 75min Learning basic sign language

6 75min Learning basic sign language

7 75min Learning sign language song, team practice

8 75min Learning sign language song, team practice

9 75min performing sign language songs

Lecturer from
Ulsan Sign
Language
Translation

Center

BaB 201
Spring

Class 1 3.14 ~ 5.30  (Tue.) 14:30~15:45

Class 2 3.14 ~ 5.30  (Tue.) 16:00~17:15

Fall
Class 1 9.12 ~ 11.28  (Tue.) 14:30~15:45

Class 2 9.12 ~ 11.28  (Tue.) 16:00~17:15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Sign Language1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Ulsan City Tour1

Time Content Remarks

Session Open period Location

UNIST Lotte plaza  automobile parts Innovation Center 
hanguk Mold  hyundai Motors  hyundai heavy Industries

 Lotte plaza UNIST
UNIST Lotte plaza  Ulsan City hall Information hall

 oegosan onggi Village  ganjeolgot  Sk energy

 Seosaengpo Waesung UNIST

Industry course

Sea coast course

※ Class may be cancelled when fewer than 10 people(class-crossing  registration impossible)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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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Course Routes

Session
1st

Time Course
2nd

Remarks
Semester Date Semester Date

9:00 

~

17:30

Class 1

Class 2

Class 3

3.31(Fri.)

4.7(Fri.)

5.12(Fri.)

5.19(Fri.)

5.26(Fri.)

6.2(Fri.)

Industry course 10.27(Fri.)

Sea coast course 11.3(Fri.)

Industry course 11.10(Fri.)

Sea coast course 11.17(Fri.)

Industry course 11.24(Fri.)

Sea coast course 12. 1(Fri.)

Ulsan

Metropolitan 

Corporation

Ulsan City Tour



- participating in over 6 sessions

(performance participation compulsory)

- play Camp: To be announced

- None(※ Summer Session: ￦ 60,000)

- To be announced

- hohyun Lee(notout@unist.ac.kr ☏217-4332)

- participating in at least 5 team activities

- None

- To be announced

- hohyun Lee(notout@unist.ac.kr ☏217-4332)

- Self-exploration activity via play
- enhanc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kills

- Schedule(period, location)

- enhancing cooperation skills through creativity and consensus building

- Student activity after designating theme activity

- operation plan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24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30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100 40 100 -

Spring Summer Fall Winter

150 - 150 -

1 Introduction to role play and musical

2 Coaching team topics for role play and musical

3 preparing parts and coaching each rehearsal parts

4 practice

5 practice

6 practice

7 practice

8 practice

performance

Theater
‘purungasi’

3.17(Fri.) 13:00 ~ 14:30 BaB Lecture room

3.24(Fri.) 13:00 ~ 14:30 BaB 206

3.31(Fri.) 13:00 ~ 14:30 BaB 206

Spring
4. 7(Fri.) 13:00 ~ 14:30 BaB 206

5.12(Fri.) 13:00 ~ 14:30 BaB 206

5.19(Fri.) 13:00 ~ 14:30 BaB 206

5.26(Fri.) 13:00 ~ 14:30 BaB 206

5.31(Wed.) 19:00 ~ 21:30 auditorium

Fall To be announced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Role Play1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Team Project1

Content Remarks

Session Time Location Remarks

humanity Study
goose research
Webtoon
experience
Movie discussion
exhibition visit
Celebrity
Interview
environmental
Campaign

philosophy and Sociology research
ecological research of gamak pond’s geese 

Webtoon drawing

Movies watched as a team, report written and discussion
exhibition and museum visit plan for minimum of 3 times 

Celebrity casting, interview report and video making

recycled cup making and selling, increasing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academic
research
experience
activity
Culture
and art
Celebrity
Interview

Campaign

- Summer: early July planned(2 days 1 night)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Type Activity Name Mai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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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announced

※ practice place
To be announced

evening performance

Mid Feb. publicly request activity plans for 2017 Spring Team project
3.2(Thu.) ~ 3.8(Wed.) Individual course registration
3.14(Tue.) 19:00 Team project orientation

Spring 3.23(Thu.) activity plan registration
3.27(Mon.) ~ 3.28(Tue.) reviewing activity topics
Late May program operation
6. 1(Thu.) 19:00 result briefing session
Mid aug. publicly request activity plans for 2017 Fall Team project
8.28(Mon.) ~ 9.1(Fri.) Individual course registration
9.12(Tue.) 19:00 Team project orientation

Fall 9.21(Thu.) activity plan registration
9.25(Mon.) ~ 9.26(Tue.) reviewing activity topics
Late Nov. program operation
11.30(Thu.) 19:00 result briefing session

Date Main Content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 activity examples below



- Special guest Lectures held on 2 ~ 3 times in the semester are included
with Leadership Lectures.

- participating in 5 sessions out of 7 ~ 8 sessions
- No course registration, attendance check before and after lecture

- None

- Student ID Card

- hyunBae Shin(kiresy@unist.ac.kr ☏217-4323)

- Camp participation and completion

- ￦ 40,000

- Comfortable wear, sneakers, personal hygiene items,

umbrella(in case of rain), hat, etc.

- hyunBae Shin(kiresy@unist.ac.kr ☏217-4323)

- providing opportunities to cultivate liberal arts skills for leaders via sincere communication
about life and philosophy with experts of various areas

※ This program will be conducted in korean only.

- Special lectures of various experts for each session(approx. 1 hour) and Q&a session(approx.1 hour)
- Schedule(period, location)

- Understanding korean traditional thoughts and philosophy
- Cultivating personality for a science technology leader
※ This program will be conducted in korean only.

- operated in summer and winter vacation period, operate 3 days 2 nights camp program,
cooperating with Dosanseowon Classic Scholar Culture Training Center

- Schedule(period, location)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140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Amount of
Attendee
(approx. 4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700 - 700 -

Spring Summer Fall Winter

- 40 - -

Date Main Content Location

BaB 111

To be announced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Special Leadership Lectures1 Programs operated

by Leadership Center Korean Traditional Thoughts Experience1

Session Date Main Content Place
Learn Toegye at Dosan seodang, seowon

Sang duk temple(visiting Toegye)

one’s desirable life and Classic scholar spirit in 21st century

Conversation with Toegye’s grandnephew

(respectful guest greeting)

Walinsimbang(活人心方) practice

Classic scholar in Cheongryang mountain

healing of life in the mountain

Classic scholar’s spirit alive within the head family culture

presenting and sharing methods of fulfilling classic scholar’s spirit 

Dosan seodang, seowon

(field work I)

Lecture

Visiting head residence

of Toegye(field work II)

health care of classic scholar

Visiting Cheongryang

mountain(field work III)

Visiting birthplace of

Toegye(field work IV)

resolution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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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3(Thu.)  16:00 ~ 17:30

2 4.6(Thu.)   16:00 ~ 17:30

Spring 3 4.27(Thu.)  16:00 ~ 17:30

4 5.11(Thu.)  16:00 ~ 17:30

5 5.25(Thu.)  16:00 ~ 17:30

1 9.7(Thu.)   16:00 ~ 17:30

2 9.21(Thu.)  16:00 ~ 17:30

Fall 3 10.26(Thu.) 16:00 ~ 17:30

4 11.9(Thu.)  16:00 ~ 17:30

5 11.23(Thu.) 16:00 ~ 17:30

Special lecture of experts in

Literature, arts, and

philosophy, etc.

Special lecture of experts in

Literature, arts, and

philosophy, etc.

※ Lecturer announcement planned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Program
Main content

(parts subject to change)

Summer 6.26(Mon.) ~ 6.28(Wed.) 3 days 2 nights Camp
Dosanseowon Sunbi culture 

training center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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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 & Fall
1aU after participating in compulsory(3 sessions) 
+ optional(2 sessions) sessions

- Summer & Winter
1aU after participating in the 3 days focused career program

- None

- To be announced

- Student Team heejin Yeo(heejinyeo@unist.ac.kr ☏217-1138)

- Following operation department(Student residence team)

- None

- To be announced

- Student residence Team Jungho kim(pop2007@unist.ac.kr ☏217-4015)

- providing programs that help students set and explore careers for entry to society
※ This program will be conducted in korean only.

Program of Spring & Fall Semester
※ each session is 3 hrs; three sessions are compulsory, two sessions are optional

- Compulsory(9 hrs): career inspection, exploration, resume management program
- optional(6 hrs): choose 2 among career and employment program

Program of Summer & Winter Session
- Day 1: career and self-exploration, occupation exploration(5 hrs)
- Day 2: decision-making, recruitment information, CV draw up(5 hrs)
- Day 3: interview preparation, mock interview, feedback(5 hrs)
- operation plan

- enhancing mutual communication and team spirit via gathering among senior-juniors

- Subject: 2017 ra team leaders(66 people)
※ program for designated students only.(Contact: Student residence team)

- Life-mentoring(compulsory): 16 hrs correspondence
· Details: life-consult(8 hrs), tutoring(1 hr), dormitory-settlement guide(7 hrs)
· Team leader life-consult
· Dormitory superintendent tutoring
· Dormitory-settlement guide
※ Life-inspection 1 session, check-out inspection 1 session

- gathering activity(optional)
- open period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9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66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30 15 30 15

Spring Summer Fall Winter

66 - - -

Content Mar. Apr. May. Jun. Remarks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Career Exploration Program2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RA Mentorship2

Date Main Content

Jan. ~ Feb. Yearly program detail plan set and lecturer casting

Spring
Mar. recruiting students

Mar. ~ Jun. Special lecture and program operation

Jun. Student list transferred(grading)

Summer Jul. ~ aug. recruiting students and focused program(3 days) operation

Jul. ~ aug. Lecturer casting

Fall
Sep. recruiting students

Sep. ~ Dec. Special lecture and program operation

Dec. Student list transferred(grading)

Winter Jan. ~ Feb. recruiting students and focused program(3 days) operation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Life-consult

Tutoring

Dormitory-

settlement

guide

gathering

activity

Session 1

Session 1

greeting DaY

Session 2

Session 1

Session 2

encouraging

DaY

Check-out

inspection

report submission

5 team leaders/1 tutor

Inspection check

Self-governed

organization program

planned in May

※ Date to be announced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 Following operation department(Student residence team)

- None

- To be announced

- Student residence Team Jungho kim(pop2007@unist.ac.kr ☏217-4015)

- Following operation department(Student residence team)

- None

- To be announced

- Student residence Team Jimin park(jimin@unist.ac.kr ☏217-4014)

- Cultivating communication skill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 acquiring practical speech know-how and presentation skills

- Subject: 2018 ra team leaders(66 people)
※ program for designated students only.(Contact: Student residence team)

- Leadership enhancing education for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 Content

- open period

- Contributing to settlement of international freshmen via systematic life-mentoring 
- providing opportunities for korean students to enhance their capability to become global Leaders

- Subject: 2017 gra team leader(14 people)
※ program for designated students. (Contact: Student residence team)

- Life-mentoring(compulsory): 16 hrs correspondence
· Details: life-consult(8 hrs), tutoring(1 hr), dormitory-settlement guide(7 hrs)
· Team leader life-consult
· Dormitory superintendent tutoring
· Dormitory-settlement guide
※ Life-inspection 1 session, check-out inspection 1 session

- gathering activity(optional)
- open period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Planed yearly

attendees: 66 

people in total)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14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 - - 66 Spring Summer Fall Winter

- - 14 -

Content Sep. Oct. Nov. Dec.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RA Mentorship(Leadership Lecture)2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Global RA Mentorship2

Date Main Content

DaY 1
Basic of success and Ice Breaking

human relationships, speech skills, passion

DaY 2
Developing expressiveness, speech skills

human relationships, speech skills, problem-solving capability

DaY 3
Developing flexibility, human relationships(become a leader)

Speech skills, Leadership development, Summary & action plan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Mentoring

Dormitory-

settlement guide

gathering activity

1 session

2nd regular

inspection

1 session

Check-ou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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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Nov. Dec. Remarks

Team leader recruitment

Lecture discussion

Lecture education

ra team leader 66 people

early designated

period discussed with

Carnegie Center

For 5 days on the first

week of vacation

1 session

1 session

1st regular

inspection

1 session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 participating in 14 program hours

- None

- To be announced

- Library Team Sejin Cheon(chunse1004@unist.ac.kr ☏217-1411)

- Following operation department(global Center)

- None

- To be announced

- global Center Youn Jo Chung(yjchung@unist.ac.kr ☏217-4124)

- Supporting effective learning by studying how to use scholarly information and services

- Library utilization education

※ Details of the program are subject to change(at least 2 sessions are planned per program)

- operation period

- enhancing global leadership through program activities

- Content: Culture exchange Conversation + early Settlement program Special Lecture 
+ International Day

- Schedule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8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4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40 - 40 -

Spring Summer Fall Winter

10 - 30 -

Program Content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2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Global Leadership Program2

CeC

early Settlement

program

International Day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Sharing a variety of viewpoints via discussion on various subjects.

※ 7 sessions per semester, 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IoM will host the program to help international students settle in early.

※ 1 session per semester(3 hrs)

harmony and unity through exhibitions and culture events

※ 1 session per semester(9 hrs)

Mentoring activity and class related to STeM in nearby Ulsan international

school.

※ To be announced(Fall seme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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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nd content Peroid
Corresponding

hours

please Tell Me More about Library! (a)

- Library facilities, material usage guide 

please Tell Me More about Library!(B)

- Library service, website usage guide

efficient Information retrieval Using Library Website!

- Searching system within library website to search various

scholarly information 

guide to Use e-Book and audiobook

- e-Book, audio Book usage

Let’s Write a report!

- report-writing process and scholarly information searching

1

2

3

4

5

Theory
1 hr

practice

Theory
1 hr

practice

Theory

practice
2 hrs

2 hrs

2 hrs

Mar. 2

~

Jun. 2

3.2(Thu.) ~ 3.10(Fri.) program notice and course registration

3.13(Mon.) ~ 3.15(Wed.) registration revision

~ 6.9(Fri.) Final completion list submission

9.1(Fri.) ~ 9.8(Fri.) program notice and course registration

9.13(Wed.) ~ 9.15(Fri.). registration revision

~ 12.9(Sat.) Final completion list submission

Date Main Content Remarks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Feb. program guide

Spring Mar. ~ May. Student recruitment and program operation

Jun. result briefing session

aug. program guide

Fall Sep. ~ Nov. Student recruitment and program operation

Dec. result briefing session

Session Content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 Incomplete when 8 hours missed(2 sessions)

- None

- To be announced

- Industry engagement Team Minwon Seo(mwseo@unist.ac.kr ☏217-1582)

- participating in over 80% of the program

- None

- To be announced

- LeC, Jiyoung kim(resiliencekim@unist.ac.kr ☏217-4075)

- a program supporting company’s expansion to the global market by forming a consulting team

of students and professors from UNIST and prestigious foreign universities. also includes

short-term internship in a company, set marketing strategies, hunt for overseas source of

demand, etc.

- Credit recognition period: 2017 Summer

- Basic marketing and consulting education (20 hours of activity excluding paid hours)
※ Credit recognition will be in Summer 2017

- operation period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 Formation of global leadership through student’s global mind and value via various culture and

english

- english Commons a

: basic content using various culture activities and english
※ gra linked international freshmen and mentors (other students are also allowed to participate)

· 2 sessions per week × 1.5 hrs × 5 weeks = 15 hrs(available during the Spring, Summer, and
Fall semesters)

- english Commons B: advanced content using various activities and english
· 2 sessions per week × 1.5 hrs × 5 weeks = 15 hrs(Spring, Fall and Winter semesters
operated)

- operation period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2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44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 20 - -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Global Marketing & Consulting Program(GMCP)2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English Commons A and B2

late Feb. Student recruitment

Spring
Mar. activities(5 weeks)

apr. ~ May. grade confirmation, activities(5 weeks)

Jun. grade confirmation

Summer late Jun. ~ Jul. activity(5 weeks) proceed, grade confirmation

late aug. Student recruitment

Fall
Sep. activities(5 weeks)

oct. ~ Nov. grade confirmation, activities(5 weeks)

Dec. grade confirmation

Winter late Dec. ~ Jan. activity(5 weeks) proceed, grade confirmation

Date Main ContentSpring apr. ~ May. Student and company recruitment

Jun. Consulting education for students

Summer Jul. Internship period

Sep.
Consulting program operation plan written 

Fall
agreement

Sep. ~ Dec. Company consultation period

Dec. Consulting result briefing session

Date Main Content Remarks

※ Leadership
program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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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Spring Summer Fall Winter
english Commons a 80 60 80 -

english Commons B 80 - 80 60



- group presentation production and presentation

- None

- To be announced

- LeC, Jiyoung kim(resiliencekim@unist.ac.kr ☏217-4075)

- at least 5 sessions out of 8

- None

- To be announced

- LeC, Jiyoung kim(resiliencekim@unist.ac.kr ☏217-4075)

- Improving leadership skills via various cultures and language exchange

- Mentor, mentee program exchanging various cultures and language via group activity of

korean stud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 Content

· Matching of 1 to 1 or 1 to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 students)

· Total 2 ~ 3 sessions of group presentation(2 hrs × 3 = 6 hrs, 2 hrs × 2 = 4 hrs)

· Visiting local attractions(Culture exploration) and activities(5 sessions × 1.5 hrs = 7.5 hrs)

- operation period

※ possible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 an opportunity to enhance logical thinking and systematic writing skills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 3 semesters(year-round) x 00 people

- Credit recognition period: 2017 Fall

- Special lecture by an expert regarding english writing and speaking

· Composition: 2 hrs x 4 sessions = 8 hrs

- Special lecture by an expert regarding korean writing

· Composition: 2 hrs x 4 sessions = 8 hrs

- period: Spring semester ~ Summer semester ~ Fall semester

- operation period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8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Objective

Number of
Attendees
(approx. 00 people)

Activity
Content

Completion

Activity Fee

Preparation

Contact 

Spring Summer Fall Winter

20 20 20 20
Spring Summer Fall Winter

00 00 00 -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PALS (Partnerships to Advance Language Study)2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Communication Solutions Series2

Jan. ~ Feb. Lecturer recruitment and operation plan

Mar. Student recruitment(LeC)

Mar. ~ Jun. Special lecture proceed(※ Time announced later)

Jun. registered students list organized

Jul. ~ aug. Lecturer recruitment and student participation

Sep. Student course registration(Leadership center) ※ Course registration

Sep. ~ Dec. Special lectures(※ Time announced later)

Dec. registered students grade confirmation ※ grade confirmation

Date Main Content Remarks

Mar. Student recruitment

Spring apr. ~ May. activities

Jun. grade confirmation

Summer late Jun. ~ Jul. Student recruitment, activities, grade confirmation

Sep. Student recruitment

Fall Sep. ~ Dec. activities

Dec. grade confirmation

Winter late Dec. ~ Jan. Student recruitment, activities, grade confirmation

Date Main Content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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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ible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 Link general volunteering activity with Leadership program and encourage students to

volunteer.

- a system that converts 15 volunteering hours to a leadership credit.

1. register confirm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related documents to the portal homepage

(portal.unist.ac.kr)
※ From March 1st, 2016, volunteering hours can accumulate(remaining hours accumulate after credit

conversion)
※ Leadership credit volunteering registering period guide: follows guides from Student Team

2. register volunteering work program on during the semester when credit completion is

wanted 
※ Completion(S) by converting 15 hours as unit.

- Course registration is possible up to 4 courses(program separated into Volunteering 1, 2, 3, 4)

- Incompletion(U) when volunteering hours are unfulfilled in the registered semester
※ re-registration possible for uncompleted courses(caution for separrated volunteering sessions!)

- Credit not gained by only registering or accumulating volunteering hours
※ Course registration compulsory when leadership credit is needed

- Course registration is open every semester

- Maximum volunteering hours per day: 8 hrs

- Volunteering registration and volunteering vacancies inquiry
※ Student Team Jaewon han(jwhan@unist.ac.kr ☏217-1136)

- Volunteering leadership credit inquiry
※ Leadership Center hohyun Lee(notout@unist.ac.kr ☏217-4332)

Objective

Outline

Methods

Precautions

Contact

Programs operated 
by Other Departments Volunteering Work Progra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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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gistration
Guide (2017)

Year Month Date Schedules

2(Thu.) 2017 Spring Semester Begins

2(Thu.) ~ 8(Wed.)
Course Changes and confirmation

(Leadership Registration for Spring Semester)

9(Thu.) ~ 22(Wed.) Course Drop period

23(Thu.) ~5. 2(Tue.) Course Withdraw period

20(Thu.) ~ 26(Wed.) Mid-term exams

31(Wed.)~6. 2(Fri.)
Course registration for the summer session

(Leadership Registration for Summer session)

15(Thu.) ~ 21(Wed.) Final exams

21(Wed.) The end of spring semester

22(Thu.) ~ 8.27(Sun.) Summer Vacation

29(Thu.) ~ 8.9(Wed.) Summer Session

5(Wed.) Due date for grading

2(Wed.) ~ 4(Fri.) Course registration for the Fall Semester

16(Wed.) Due date for Summer Session grading

28(Mon.) 2017 Fall Semester Begins

28(Mon.) ~ 9.1(Fri.)
Course changes and confirmation

(Leadership Registration for Fall Semester)

16(Mon.) ~ 20(Fri.) Mid-term exams

29(Wed.) ~ 12.1(Fri.)
Course registration for the Winter session

(Leadership Registration for Winter session)

11(Mon.) ~ 15(Fri.) Final exams

15(Fri.) The end of Fall Semester

16(Sat.) ~ 18’.2.28(Wed.) Winter Vacation

26(Tue.) ~ 18’.2.5(Mon.) Winter Session

29(Fri.) Due date for grading

1.31(Wed.) ~ 2.2(Fri.) Course registration for the spring semester, 2018

12(Mon.) Due date for winter session grading

3

4

5

6

7

8

8

10

11

12

1

2

Spring

~

Summer

Fall

~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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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s academic Calender
※ Subject to change due to operation circumstances

Course Registration Schedul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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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ame
Subject

Spring Summer Fall Winter ULP(Code+Class)

25×2 25×2 25×2 ULp20101, ULp20102

20×2 20×3 20×2 ULp21101, ULp21102,
ULp21103

20×1 20×2 ULp21301, ULp21302
20×2 20×2 ULp21501, ULp21502

30 ULp40701
20×2 20×1 ULp21601, ULp21602

35×1 35×1 ULp30501
30×2 30×2 ULp40401, ULp40402

35×3 35×3
ULp40301, ULp40302, 
ULp40303

100×1 40×1 100×1 ULp40201

150×1 150×1 ULp30101

700 700 ULp40901

40×1 ULp41101

30×1 15×1 30×1 15×1 ULp41001

66×1 ULp41201

66×1 ULp41301

14×1 ULp41401

40×1 40×1 ULp30401

20×1 ULp40801

80×1 60×1 80×1 ULp50501
80×1 80×1 60×1 ULp50101
20×1 20×1 20×1 20×1 ULp50201

00×1 ULp50601

10×1 30×1 ULp50401

9,999 9,999 9,999 9,999 ULp60101, ULp60201,
ULp60301, ULp60401,

rowing

First aid

archery
korean archery
officer Camp
Sports Climbing
peer Leadership
Sign Language

Ulsan City Tour

role play

Team project

Leadership Special
Lectures
korean Traditional
philosophy experience
Career exploration
program
ra Mentorship
ra Mentorship
(Leadership lecture)
global ra Mentorship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global Marketing &
Consulting program
(gMCp)
english Commons a
english Commons B
paLS
Communication
Solutions Series
global Leadership
program
Volunteer Work
1, 2, 3, 4

※ You should check program scheduling

ex) ULp20101 

- ULp: UNIST LeaDerShIp prograM

- 201: rowing Subject Code Number

- 01: Class Number

→ ULp20101: rowing class1, ULp20102: rowing class2

※ program name, Subject code, open period, and Capacity

For more details on
the Leadership
program:
leader.unist.ac.kr

Semester(Attendee × Class) 

Registration
Method

Course Registration Method Guide

1

2

Click the ‘registration’!

Notice Check

3

‘Search’ - ‘Course Code’

4

‘ULp’ Searching - ‘application’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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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Leadership
Program
Participation Case

I really enjoyed drawing webtoons, an unique experience I had from the free subject Leadership

program. I haven’t done other Leadership programs yet, but free subject as my first completed

Leadership program and became a satisfying experience. also this chance gave m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webtoon writers. Until now, I thought webtoon writers only required

basic labor because they draw pictures with a pen, seated. however, I realized that coming up

with different story each time, coloring the drawings and finishing on time was very tough. I

didn’t enjoy webtoons but I felt that webtoon writers are very skilled and even respectful. I not

good at drawing so I was very worried when I chose webtoon drawing as the topic for the first

time. as shown by in popular webtoons, webtoons are not about drawing well, but about

inventing one’s own unique character so even a person like me could draw without feeling

uncomfortable. If there is another chance, I want to learn expertly about webtoons and draw

properly. I even thought that if the school agrees, it would be nice for webtoon drawing to be

added as one of the leadership programs. all team members, including myself were satisfied

with this leadership program and were happy that there were no big programs along the way.

I have participated in the role play Leadership program. actually, I have participated in a gag play

club named ‘Discovery of gag‘ since 2013, so preparing for a play was quite familiar. Until now,

I was the actor and my acting was awkward so I wanted to try directing and I managed sound. I

found out that this is very different from acting on stage. In the gag club, the directing staffs

communicated using walky-talkies and formed the stage. actually experiencing this role was

awkward and fun. I was quite nervous since I controlled sound right next to the stage and had

to deliver stage situations. Thankfully, no mistake was made on the stage and the song and

dance of the finale that the group members had practised numerous times was performed

well. I was again touched even though it was scene I saw a few times. I was very surprised

that other performances were in high completion and felt sorry that if I prepared as the sound

director, we could have performed better. however, my team members reflected happiness

and relief rather than regret. The teacher in charge of the leadership program said that the role

play activity lives in the mind longer than other activities and I found why. There are other

enjoyable leadership activities but I hope other students are given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role play.

Leadership Program role play
participation review
Sung Won Lee(Machine and Material engineering)

Leadership Program Free Topic
participation review
Yu-kyoung kim(energy and Chem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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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Questions FAQ

- peer Leadership - Team project

- result report of Team project

Activity Plan and Result Report Example

Free Form_
Sample(excellent case)

Activity Plan
(Document Form) Question

1
When is course registration for the Leadership Program?

It is held simultaneously with the semester’s regular course registration
revision and confirmation period. The summer & winter session course
registration is the same as the regular course registration period. (refer to the
Course registration Schedule Summary)

A

Q

Question

4
I want to know more about volunteering work of Leadership Program.

- accumulation of volunteering work is from March 1st 2016
- Volunteering Work 1, 2, 3, 4 are opened every regular and seasonal semester.
(No attendee limits)

- additional remarks
· a Volunteering work Leadership credit can be acquired when registering the
course.

· please note that credit is not gained by only up-loading the volunteering
certification on portal. 

- Blood donation corresponds to 4 hours; not limitations on time and frequency.
※ Contact for volunteering work up-load and other requests

Jaewon han (jwhan@unist.ac.kr ☏1136)

A

Q

Question

2
Is it possible to complete 2 or more Leadership Programs in one semester?

Yes, it is possible.(Changes from 2017)A

Q

Question

3
Is it possible to complete a Leadership Program during a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 students on a leave of absence cannot register for Leadership program. 
- If one leaves school during the semester while the program is proceeding,
the course registration is automatically cancelled.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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