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재단 AI & Big Data

글로벌 인재 장학생 모집 
  

 대웅재단은 AI & Big Data가 우리 생활에 가져올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관련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한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수인재 POOL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지원자격

①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석사이상)
② 데이타사이언스 관련 전공자 (혹은 이에 준하는 역량 소유자)
③ (우대사항) 빅데이터/ 머신러닝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자 

4. 선발시 혜택
① 장학 지원금 300만원

② AI & Bigdata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참가 

    (관련 교육 + 실제 기업 프로젝트 참여) 

③ 국내 기업 공장/연구소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④ (우수자에 한해) 장학 지원 연장 

⑤ (우수자에 한해) 국내 기업 취업 추천 

5. 선발 절차

서류 평가 - 테스트 - 면접 

6. 기타 사항

추가 문의는 df@daewoong.co.kr로 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2. 지원기간
2020년 12월 13일(일)까지

3. 지원 방법

온라인 접수 http://dftalent.vividapp.kr 또는 대웅재단 홈페이지

daewoongfoundation.or.kr



Daewoong Foundation AI & Big Data

Global Scholarship Program 

  
 Daewoong Foundation is inviting global talents who have the vision of

revolutionizing our lives with AI & Big Data applications for its brand new

global scholarship program.  We are committed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to nurture AI & Big Data talents with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beyond academic scope by managing an extensive global talent pool in an

ecosystem centered to change and innovation. 

1. Requirements
①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Korean university (Master's/PhD)

② Majoring in data science related fields (also open to talents with similar capability)

③ (Preference) Experience with Big Data or Machine Learning related projects

3. Application Method

Register online at http://dftalent.vividapp.kr) or Daewoong Foundation site

(daewoongfoundation.or.kr choose 지원신청 menu)

4. Benefits
① Scholarship KRW 3,000,000 

② Participation in AI & Bigdata development project for Global Talents

    (relevant education program and participation in real business project) 

③ Field tour to company's factory, R&D Center and industry mentoring

④ (For top participants) Extension of Scholarship Support 

⑤ (For top participants) Recommendation for job hunting in Korea 

5. Application Process

Documents Screening - Pre-Test - Interview  

6. Others

If you have questions, send it to df@daewoong.co.kr

2. Application Period
Open until Sunday, December 13,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