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계 해외계절학기 모집 요강
2022년 하계 계절학기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시트 내용은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니 지원 전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 (지원대학별 자격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프로그램 별로 지원자격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캠퍼스 학부생으로 지원 시점에 1학기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재(휴)학생
1. 모집 대상

- 편입생의 경우, 파견 시점에 한양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의 성적을 이수한 학생
나. 누적평점 2.0(4.5만점) 이상인 학생
다. 외국어능력자격은 프로그램 별 상이(프로그램별 자격요건 확인)
※ 지원 시점에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편입생의 경우 한양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다음의 항목을 모두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프로그램 지원자로 고려하여 선발을 진행합니다.
가. HY-in 포털 단기프로그램 지원(HY-in 포털->신청->학점교류관리->단기파견프로그램->프로그램신청)
나. 모집공고 게시글 또는 HY-in 포털->신청->학점교류관리->단기파견프로그램->프로그램신청 공지에 첨부된 '지원동기서'를 다운로드 후 구글링

2. 지원 방법

크로 제출
다. 합격자에 한 해 국제팀 이메일 안내에 따라 해당 상대교 프로그램 학생이 직접 지원
※ 모든 지원동기서, 어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는 링크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후 포털 프로그램 지원 메뉴 내 지원동기서 작성란은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3. 제출 링크

https://forms.gle/aCLtHRVontdvQAadA
가. 서류 종합평가 100% (지원동기서, 어학, 학점)
나. 본교 선발자 합격 발표

4. 선발 절차

다. 상대교에 본교 추천자 명단 전달(Nomination)
라. 상대교에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지원 안내 메일 학생에게 전달
마. 최종 합격자 대상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온라인 예정)

가. 오리엔테이션 참가(전체)
나. 파견 전 서류 제출(오프라인 프로그램 참가자): 사전 제출 서류(여행자보험증서) 제출
5. 수료 기준

* 여행자보험은 파견 국가와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포함해야함. 미제출 시 프로그램 참여 승인 불가
다. 파견 후 제출 서류(전체) : 성적표 또는 수료증, 파견 후기 보고서작성, 온라인 설문 조사 참여
라. 성적 요건 충족(전체) : 두 개 이상의 과목 수강 시, 한 과목 이상의 F에 대하여 프로그램 전체 미수료로 판단
*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미수료할 시 학생에게 패널티 부과 예정(상대교 학비 지원금 환수 등)
가. 학점인정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참가자가 이수한 수업, 소속 단과대학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학점 인정

나. 유럽 ECTS 학점의 경우 1 ECTS= 약 2/3 한양대 학점으로 변환(소수점 버림처리)
다. 파견 학기(하계 방학)에 한양대학교 여름계절학기와 중복하여 학점인정 불가

7. 장학금 지급

가. 본교 지원: 상대교 학비(학교마다 상이하므로 뒤 학교별 세부시트 참고)
나. 학비 외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비용(기타 행정비, 액티비티, 프로그램 비용, 생활비, 항공비)은 참가학생이 부담
가. 프로그램 최종 참가여부는 해외대학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한양대학교에서는 상대교에 합격자를 추천합니다.
나. 각 대학 프로그램, 강좌의 개설여부는 추후 신청인원을 고려하여 상대교에서 결정합니다.
다. 지원 전 프로그램 주최 대학의 프로그램 취소, 환불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주의사항

라. 선발 인원은 해외대학과의 추후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보다 축소 시, 2지망 고려)
마. 프로그램 관련 안내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브로셔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인 자매교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추후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 지원한 프로그램에 합격 후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능하며 파견 취소 시 추후 국제팀 프로그램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문의

서울 국제처 국제팀 민현정(minhj1019@hanyang.ac.kr, 국제관 217호)

(마감)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오프라인)

1. 프로그램 제목

HKUST International Summer Exchange Program

2.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isp.hkust.edu.hk/(지원 전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바람)

3. 파견 국가

홍콩

4. 지원 자격

파견 공통 요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부 재(휴)학생

5. 선발 인원

서울캠퍼스 소속 재(휴)학생 3명

6. 프로그램 기간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13일(Schedule B 기간)

7. 프로그램 모드

오프라인
[수업분야]
- Science
- Business and Management

8. 프로그램 세부 설명

- Engineering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학생은 각 분야에서 Schdule B에 해당하는 수업 중 최대 3과목 선택 가능(Max. 9 Credits)
: https://isp.hkust.edu.hk/program/courses

9. 학점 인정

수업 당 3 Credits (최대 9 Credits 수강 가능)

10. 비용

학비(Tuition) 학교 부담. 단, 행정비, 항공료, 생활비 학생 부담

11.숙소

교내 기숙사 사용
: https://isp.hkust.edu.hk/program/accommodation
가. 서류 접수 : 2022. 2.14(월) ~ 2022. 2. 23(수) 17:00까지
나. 합격자 발표 : 2022. 2. 24(목) 17:00 이후(합격자에 한 해 이메일 안내)

12. 선발 일정

다. 상대교에 본교 추천자 명단 전달 : 2022.02.25(금)
라. 상대교에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지원 안내 메일 학생에게 전달
마. 최종 합격자 대상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온라인 예정)

13. 프로그램 자료

클릭

(마감)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오프라인)
1. 프로그램 제목

PolyU International Summer School 2022

2.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www.polyu.edu.hk/summerschool/(지원 전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바람)

3. 파견 국가

홍콩

4. 지원 자격

파견 공통 요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최소 학부과정 1학년 이상 재(휴)학생

5. 선발 인원

서울캠퍼스 소속 재(휴)학생 6명

6. 프로그램 기간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16일

7. 프로그램 모드

오프라인

총 3개의 테마 트랙에서 열리는 과목들 중 최대 2과목 수강 가능
8. 프로그램 세부 설명

Track 1: Chinese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Track 2: Design,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ck 3: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Global Leadership

9. 학점 인정

각 수업당 3 Credits

가. 학비(Tuition) 학교부담. 엑티비티 및 숙소비 파견 학교 지원. 단, 행정비 HKD 550, 항공료, 생활비 학생 부담
나. 장학금(HKD 2500)
1. 장학금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10. 비용

a) 본교 추천자로서 해당 프로그램 오프라인 참석자
b) 해당 프로그램의 2과목 수강 필수
c) 수강 과목 당 80% 이상 출석률
d) Overall GPA 3.2 이상
e) 해당 파견 학교 정책 및 규정과 홍콩 이민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11.숙소

교내 기숙사 사용
:https://www.polyu.edu.hk/summerschool/faq/exchange-students_f2f/

가. 서류 접수 : 2022. 2.14(월) ~ 2022. 2. 23(수) 17:00까지
나. 합격자 발표 : 2022. 2. 24(목) 17:00 이후(합격자에 한 해 이메일 안내)
12. 선발 일정

다. 상대교에 본교 추천자 명단 전달 : 2022.02.25(금)
라. 상대교에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지원 안내 메일 학생에게 전달
마. 최종 합격자 대상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온라인 예정)

13. 프로그램 자료

클릭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오프라인/하이브리드)
2022.03.03 업데이트
1. 프로그램 제목
2. 프로그램 홈페이지
3. 파견 국가
4. 지원 자격

GEM Trailblazer Summer Programme
https://ntu-sa.terradotta.com/index.cfm?FuseAction=Programs.ViewProgramAngular&id=11025
(지원 전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바람)
싱가폴
가. 파견 공통 요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재(휴)학생
나. 누적평점 2.0(4.0만점) 이상인 학생

5. 선발 인원

서울캠퍼스 소속 재(휴)학생 6명

6. 프로그램 기간

2022년 6월 29일 ~ 2022년 7월 30일(4주)

7. 프로그램 모드

오프라인/하이브리드(실시간 온라인)

[4주 프로그램]
총 5개 트랙의 과목들 중 학생 최대 2과목 택
트랙 1: Language&Cultural Studies_Chinese and Malay
8. 프로그램 세부 설명

트랙 2: Entrepreneurship &Innovation
트랙 3: Creative Design& Media
트랙 4: Success in the Globalised Marketplace
트랙 5: New Technologies, New World

9. 학점 인정

각 수업당 3 또는 4-AU

가. 학비(Tuition), 행정비 학생 부담
10. 비용

1. 1과목 수강: SGD 2,760 (온라인일 경우, SGD 2,160)
2과목 수강: SGD 4,470 (온라인일 경우, SGD 3,870)
나. 숙소비 SGD 930, 행정비, 항공료, 생활비 학생 부담

11.숙소

교내 기숙사 사용
:https://ntu-sa.terradotta.com/index.cfm?FuseAction=Programs.ViewProgramAngular&id=11025

가. 서류 접수 : 2022. 03.07(월) ~ 2022. 03. 25(금) 17:00까지
나. 합격자 발표 : 2022. 03. 28(월) 17:00 이후(합격자에 한 해 이메일 안내)
12. 선발 일정

다. 상대교에 본교 추천자 명단 전달 : 2022.03.29(화)
라. 상대교에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지원 안내 메일 학생에게 전달
마. 최종 합격자 대상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온라인 예정)

Normandie Business School(오프라인) 2022.03.03 업데이트
1. 프로그램 제목

EM Normandie Summer School

2.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han.gl/IPskX(지원 전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바람)

3. 파견 국가

프랑스
가. 파견 공통 요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재(휴)학생

4. 지원 자격

나. 수업에 따라 pre-requisite가 요구됨.
다. 어학성적표 소지 권장(TOEFL IBT 72, IELTS 5.0, TOEIC 750)

5. 선발 인원

서울캠퍼스 소속 재(휴)학생 15명

프로그램 세션 별 상이
6. 프로그램 기간

1. Le Havre: 2022년 7월 1일 ~ 2022년 7월 14일
2. Paris: 2022년 7월 15일 ~ 2022년 7월 28일

7. 프로그램 모드

오프라인

가. 두개의 캠퍼스에서 각 2주씩 진행(Le Havre, Paris)
나. 비즈니스 계열의 수업
8. 프로그램 세부 설명

다. 희망 세션에서 1과목 택＋기업탐방
1. Le Havre Session
2. Paris Session

9. 학점 인정

각 수업당 6ECTS

10. 비용

학비(Tuition) 학교부담. 단, 행정비 150 EUR, 항공료, 숙소비, 생활비 학생 부담

1. 참여 캠퍼스와 제휴한 숙소
11.숙소

:https://han.gl/COdhU
2. 에어비엔비 개인 숙소

가. 서류 접수 : 2022. 03.07(월) ~ 2022. 03. 25(금) 17:00까지
나. 합격자 발표 : 2022. 03. 28(월) 17:00 이후(합격자에 한 해 이메일 안내)
12. 선발 일정

다. 상대교에 본교 추천자 명단 전달 : 2022.03.29(화)
라. 상대교에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지원 안내 메일 학생에게 전달
마. 최종 합격자 대상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온라인 예정)

13. 프로그램 자료

클릭

University of Leeds(오프라인) 2022.03.03 업데이트
1. 프로그램 제목

Leeds International Summer School

2.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leeds.ac.uk/summer(지원 전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바람)

3. 파견 국가

영국
가. 파견 공통 요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재(휴)학생

4. 지원 자격

나. 누적 평점 2.8 이상인 학생
다. 어학성적표(사이트 참고:https://www.leeds.ac.uk/leeds-international-summer-school/doc/liss-applying)

5. 선발 인원

서울캠퍼스 소속 재(휴)학생 6명

6. 프로그램 기간

2022년 7월 2일 ~ 2022년 7월 30일(4주)

7. 프로그램 모드

오프라인

[수업분야]
1. Arts and Humanities
2. Business
8. 프로그램 세부 설명

3. Engineering and Science
4. Politics and Social Sciences
학생이 두 개의 모듈 (Block 1 modules, Block 2 modules)에서 각각 한 수업씩 택. 총 2개의 모듈 수업을 수강

9. 학점 인정
10. 비용

11.숙소

총 10 ECTS(6 US Credits)
가. 학비(Tuition) 학교부담. 단, £1,540(숙박비, 프로그램 활동비 포함), 항공료, 보험비, 생활비 학생 부담
나. 장학금: 'LISS Champion Scholarship' (지원기한: 2022년 4월 1일)
교내 기숙사 사용
가. 서류 접수 : 2022. 03.07(월) ~ 2022. 03. 25(금) 17:00까지
나. 합격자 발표 : 2022. 03. 28(월) 17:00 이후(합격자에 한 해 이메일 안내)

12. 선발 일정

다. 상대교에 본교 추천자 명단 전달 : 2022.03.29(화)
라. 상대교에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지원 안내 메일 학생에게 전달
마. 최종 합격자 대상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온라인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