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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수능 후 특별 프로그램’ 안내의 건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겐트대학교 입학관리실은 다음과 같이 고교 고 3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후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다

음 -

 추진 배경 및 목적


수학능력시험 이후 소홀하기 쉬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활력을 제공



본교 관련 생명공학, 유학, 유럽 문화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진로 탐색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프로그램 소개


고교 방문 특별 강연 프로그램, 프로그램 별 진행 시간은 50 분



프로그램 진행 기간: 2019 년 11 월 18 일(월) ~ 2020 년 1 월 31 일(금)



생명공학, 유학, 유럽 문화, 겐트대 진학 관련 5 가지 프로그램 제공



5 가지 프로그램 중 1 가지 선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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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별 발표 주제:
o 생명공학,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생명공학 학문 및 분야 소개,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o 유학, 나도 갈 수 있을까?
·

유학의 장∙단점에 대한 유럽, 미국 유학 경험자의 생생한 목소리

o 알쓸신잡, 벨기에 겐트
·

벨기에 북부 산업 및 상업의 중심이자 대학 도시인 겐트 소개

o 겐트대학교 입학 설명회
·

벨기에 국립 명문대 겐트대학에 대한 소개와 입학전형 및 합격 전략

o 겐트대 입학 선배와의 만남 (※ 겐트대 진학생 배출 고교에 한해 신청가능)
·

겐트대 입학한 선배를 통해 듣는 겐트대 입성기와 캠퍼스 생활

 신청방법


참가 대상: 국내 소재 고교 재학 3 학년



신청 주체: 고교 3 학년 담임 교사 및 3 학년 진로진학부장



신청 방법: 신청 마감 일정 내 겐트대학교 웹사이트(ghent.ac.kr) 온라인 신청



신청 마감: 2019 년 11 월 15 일(금)



행사 문의: 겐트대 입학관리실 (info@ghent.ac.kr | 032-626-4114)

 유의사항


고교 별 1 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각 프로그램은 50 분 진행



온라인 신청 서 접수 후 5 일 이내 신청자 연락처로 진행 여부 안내



프로그램 진행은 신청 고교 내 진행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겐트대 방문 및
겐트대 교내 진행 가능

3. 귀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