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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혜사항 : 연수경비 지원(총 경비의 50% ~ 80%이내 지원)
문의 : 국제교류원 260-5083~5084



SAP 글로벌리더십캠프 SAP 해외어학연수 SAP 해외전공실습

SAP 해외산업체연수실습 글로벌현장학습사업

SAP 글로벌글로벌 리더십리더십 캠프캠프
학생의 전공영역과 관련된 해외선진산업체 및 해외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세계 각 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 교양과 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

SAP 글로벌글로벌 리더십리더십 캠프캠프 프로그램프로그램 안내안내

1. 프로그램프로그램 개요개요
가. 기간 : 방학중 1주일 이내
나. 내용 : 리더십 함양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및 문화체험
다. 파견국가 : 일본/중국/태국/말레이시아

2. 프로그램프로그램 내용내용
가. 사전교육 : 국내어학교육 / 리더십 및 취업관련 교육
나. 현지교육 : 글로벌역량강화 세미나, 기업 탐방 및 문화체험
다. 사후교육 : 리더십 및 취업관련 교육, 연수평가 및 결과 보고회

SAP(글로벌글로벌 리더십리더십 캠프캠프) 연수연수 신청신청 안내안내

1. 신청자격신청자격

가. 재학기간중 동일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없는자
나. 공인토익 400점 이상자
다. 대학성적 85점 이상자
라. 학과장 추천을 받은자

2. 선발기준선발기준

가. 어학성적우수자(공인어학성적 우선 인정)
나. 대학성적우수자
다. 모집 인원 초과시 개별 면접 시행

학생수혜사항학생수혜사항 : 연수경비연수경비 지원지원(총총 경비의경비의 50% ~ 80%이내이내 지원지원)
가. 현지 체재비
나. 항공 및 보험 등 연수관련 경비
※ 연수경비 지원액은 연수 공고시 별도 안내

문의문의 : 국제교류원국제교류원 260-5083~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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