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NTU Plus Academy Summer + Program 참가자 선발 안내  
 

○ 프로그램 명: NTU Plus Academy Summer + Program  

○ 주 관: 대만국립대 (National Taiwan University)  

○ 선발인원:  6명  

* C2: Chinese Translation &Culture 프로그램 3명/ C3: Chinese Classics &Culture 3명  

○ 참가자 선발 상세 :  

1. C2: Chinese Translation & Culture 프로그램  

1) 수학기간: 2017.06.18. ~ 2017.07.22. 또는 2017.07.24. ~ 2017.08.30. 중 택 1  

2) 참가비: 면제 (학비, 수업관련 교재비, 특별활동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등 포함)  

*항공료 및 생활비는 학생 개인 부담  

3) 지원자격:  

-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 (단, 학부생의 경우 두 학기 이상 이수, 대학원생의 경우 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만 지원 가능)  

- 상급 중국어, 영어 실력 보유자 (중국어 HSK Level 5-6 및 영어 TOEFL 92, IELTS 6.5, TOEIC 

880 이상 어학성적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어학실력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4) 웹사이트: 

http://oiasystem.ntu.edu.tw/summer/course/detail/season/2/category/2/course/76/intro/584 
 

2. C3: Chinese Classics & Culture 프로그램  

1) 수학기간: 2017.07.02. ~ 2017.07.22.  

2) 참가비: 면제 (학비, 수업관련 교재비, 특별활동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등 포함)  

*항공료 및 생활비는 학생 개인 부담  

3) 지원자격:  

-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 (단, 학부생의 경우 두 학기 이상 이수, 대학원생의 경우 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만 지원 가능)  

- 중급 중국어, 상급 영어 실력 보유자 (중국어 HSK Level 3 및 영어 TOEFL 92, IELTS 6.5, 

TOEIC 880 이상 어학성적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어학실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웹사이트: 

http://oiasystem.ntu.edu.tw/summer/course/detail/season/2/category/2/course/74/intro/566 
 

○ 선발기준: 학점 우수자  

○ 지원방법: 온라인 지원 및 서류 제출  

1. 온라인 지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cvL9cchTrg6303kQlCAAF7c5HTZPx4gUN7tdbNQMDk
xFesg/viewform?usp=send_form 

2. 제출서류  

1) 영문성적표 1부  

2) 영문 재학증명서 1부  

3) 중국어 및 영어 어학성적표 각 1부  

- 중국어: HSK Level 5-6(Chinese Translation & Culture), Level 3(Chinese Classics & Culture)  

- 영어: TOEFL 92, IELTS 6.5, TOEIC 880  

* 어학성적표 제출 불가 할 경우 위에 해당하는 어학실력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수학계획서 1부(A4 용지 약 한 장 분량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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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inayoon7@snu.ac.kr ) / 이메일제목: 홍길동_NTU Summer 지원  

○ 서류제출마감: 2017년 5월 5일(금) 까지  

○ 문의: 880-4357/ inayoon7@snu.ac.kr (담당자: 윤이나)  

 
 

<유의사항>  

1) 본 선발 공지는 대만국립대 하계강좌 참가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것이며, 최종 참가자는 대만국립대 

쪽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 Chinese Translation & Culture 와 Chinese Classics & Culture 중 한 개 프로그램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복수지원 불가)  

3) 온라인 지원 및 서류 제출 기한 내 모두 완료한 지원자에 한하여 서류 심사 진행합니다.  

4) 동일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되었던 학생은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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