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하계 미래혁신인재 장학 신청 공고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입니다.
올해부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선진 문화를 탐방하고, 스스로 정한 연구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자기주도적 전공 및 융합성을 강화하는 「미래혁신인재 장학」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래의 프로그램 하에서 전공융합을 통한 미래설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해외 탐방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방문에 필요한 연구비(장학금)을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미래혁신인재 장학」프로그램은 하계, 동계로 이루어지며 연수국가도 하계, 동계 다양하게 발굴할 예정입니다.
※ 기존 글로벌융합설계 장학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1. 연수국가 : 미국
2. 연수기간 : 2019년 7월 12일(금) ~ 7월 23일(화) [9박 12일]
3. 프로그램 개요
가. 연수국가 : 미국(서부)
나. 연수기간 : 2019.07.12(금)~07.23(화) [9박 12일]
다. 연수인원 : 34명(단과대학별 선발 예정)
라. 연수프로그램 일정
일

자

07.12(금)

방 문 지

일

정

샌프란시스코

￭ 인천 국제공항 출발

샌프란시스코

￭ UC BERKLEY 대학 견학
￭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
- NASA AMES RESEARCH CENTER
- INTEL MUSEUM
- APPLE PARK VISITOR CENTER

07.14(일)

샌프란시스코

￭ STANFORD 대학 견학
￭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
- NEST GSV
- TESLA

07.15(월)

샌프란시스코

￭ DRAPER UNIVERSITY 견학
￭ 산호세 주립대학 견학

07.16(화)

샌프란시스코

￭ Field trip

07.17(수)

샌프란시스코

￭ Field trip

07.18(목)

LA

￭ UCLA 대학 견학

07.19(금)

LA

￭ CAL TECH 견학
￭ J.폴게티 미술관 및 그리피스 천문대 견학

07.20(토)

LA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견학
￭ LA카운티 미술관 LACMA 견학

07.21(일)

LA

￭ Field trip
￭ 로스앤젤레스 공항 출발

07.13(토)

07.23(화)

￭ 인천 국제공항 도착

비

고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자격
1) 국제캠퍼스 2019-1학기 재학생으로서 4학기 이상 이수자
2)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 3.5 이상인 자
3) 2019-1학기 신・편・재입학생 및 휴학생 제외
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5) 장학규정 위배자 제외
나. 신청기간 : 2019. 06. 04(화) ~ 06. 14(금) 15시까지
다. 신청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학생지원센터(장학)으로 제출
1) [필수] 장학신청서 및 연수계획서 각 1부(첨부 참조)
2) [필수]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3) [필수] 여권 사본 1부
4) [선택] 어학성적표 1부 (원본지참) [※어학성적표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
5. 선발 학생 의무사항
가. 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연구결과 보고서 발표 및 제출(팀별)
※ 팀구성 및 활동방법은 OT 시 안내 예정입니다.
나. 의무사항 미이행 시 장학금 전액 환수는 물론 여타 해외프로그램 참가 자격 제한
6. 지원내역
가. 자유 선택 1학점 인정
나. 총 경비 : 약 438만원(장학금) 지원(*프로그램 비용(연수비용+항공료+보험료) 지원)
다. 본인부담금 : 10만원 및 현지 생활비
7. 유의사항
가. 연수 기간 종료 후 같은 날 반드시 귀국하여야 함(귀국불가 시 선정 취소)
나. 학점은 2019 여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됨
다. 재학 중 해외연수(전공, 어학)로 인한 학점인정은 총 6학점까지 가능함
(본인의 가능학점을 사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라. 4학년 2학기 학생은 신청 불가(건축학과 학생은 5학년 2학기)
마. 항공사정 및 환율에 따라서 총 경비는 조정될 수 있음
바. 여권이 없는 경우 차후 제출가능하나 선발될 경우를 고려하여 6월 셋째주 까지는 준비하도록 해야 하며,
구여권이라도 제출 후(전자여권 아니거나 기간만료의 경우) 신여권으로 교체되면 다시 사본 제출
첨부파일 : 장학신청서 및 연수계획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