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LV 학기 등록금 $3500
학교지원금 350 만원
개인부담금 약 70 만원
영어수업+커리어개발(인턴직무교육,
자기소개서, 잡 인터뷰), 4 차산업혁명

미국 네바다주립대학 라스베가스(UNLV)
2020-2 학기 온라인 방문학생 추가모집
1. 방문학생 개요
1) 대 학 명: 미국 네바다주립대학 라스베가스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2) 참여기간: 2020.08.31. (월) ~ 12.11. (금), 총 15 주
3) 학점인정: 19 학점(영어수업 16 학점, 커리어개발 3 학점)
4) 프로그램 스케줄 및 평가방식
일 정

월~목요일

금요일

과 정

Intensive English 수업

교양 수업

(08:00~12:00)

(09:00~12:00)
1) Career Development,

세부과목

Writing & Presentation (2 시간)
Speaking & pronunciation (2 시간)

2) 4 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2 과목 中 택 1

이수시간

주당 16 시간, 총 240 시간

주당 3 시간, 총 45 시간

(인정학점)

(총 16 학점)

(총 3 학점)

수업방식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모든 수업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진행)

평가방식

PASS and FAIL

2. 참가비용 및 학교지원금 내역 (원/달러환율에 따라 개인부담 변동될 수 있음)
프로그램 참가비 (A)

학교지원금 (B)

개인부담금 (A-B)

3,500 달러

3,500,000 원

700,000 원

※ 프로그램 참가비는 상대대학 등록금 및 입학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학생 인원이 많을 경우 인하 가능함

3. 지원자격 및 선발방법
○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전 학년 평점평균이 2.5 점 이상 및 TOEIC 550 점 이상인 학생
- 프로그램 종료 후 인천대에서 한 학기 이상 수학이 가능한 학생
○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에 기 참여 또는 등록 중인 학생
- 2020-1 학기를 마지막으로 파견교류를 마친 학생
- 2020-2 학기 참여예정이었으나 파견취소 또는 연기된 학생
- 기존 파견(예정)국가 및 언어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 선발방법
- 서류접수 마감 후, 지원자격을 충족한 학생 별도 면접 없이 선발
- 단 최대 모집인원(45 명)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 접수로 마감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0.07.16. (목) ~ 선착순 (모집정원 넘길 시 조기마감)
○ 제출서류
1) 교환학생 응시원서 1 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부
○ 제출방법: 이메일 (hyosuny@inu.ac.kr) 제출 ※방문제출 불가

5. 향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추가모집 설명회

7.20(월) 14 시~

온라인(Zoom) 진행
※ID: 577 563 6179

지원서 접수

7.16(목) ~ 마감 때까지

선착순 마감

선발학생 공지

7.31(금)

예정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8 월 첫째 주

온라인 진행 예정

상대대학 등록 및 지원금 지급

8월 초

온라인수업 참여

8.31(월) ~

6. 주의사항
○ 상대대학 등록 또는 온라인수업 참여 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여를 포기할 경우,
프로그램 참가비는 일부 또는 전액 환불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지원금은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입학본부 국제지원팀 이효순 선생님 (032-835-9577 / hyosuny@inu.ac.kr)
○ 관련문의 및 상담은 가급적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AREER DEVELOPMENT 과목 소개

담당교수: MARIAN H. MASON
수업내용: Resume 작성,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잡 인터뷰, 미국기업 비즈니스
직무내용 등
전문분야: Career Development • Financial Analysis • Fundraising • Budgeting • Account
Management Public Speaking • Project Management • Talent Acquisition • Branding •
Business Development Training/Development • Career Coaching • Start-up Operations •

Turnarounds • Faculty Relations Process Improvement • Expense Control • Career
Information Technology • Strategic Planning • Negotiations
주요경력:
1. UNLV 2015 – Present Director, Engineering Career Services
2. CHRISTIAN COUNTY CHAMBER OF COMMERCE • Hopkinsville, Kentucky
2014 - 2015 President
3. UNIVERSITY OF ELECTRONIC SCIENCE & TECHNOLOGY • Chengdu, China
2012- 2013 Foreign Expert
4. WAYNE COUNTY CHAMBER OF COMMERCE • Goldsboro, North Carolina
2011- 2012 President
5. CENTRAL BALDWIN CHAMBER OF COMMERCE • Robertsdale, Alabama
2008-2010 President
6. EMPLOYMENT RESOURCE SERVICES • Mobile, Alabama 2005-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