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공동학위 개발 프로젝트 

2012 학년도 SUMMER COURSE 모집요강 

아시아공동학위개발 프로젝트「2012 년도 SUMMER COURSE」는 여름방학에 일본 토호쿠대학에서 

「아시아의 교육」을 주제로 한 코스를 단기집중적으로 수강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는 일본 대학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함과 동시에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참가함으로서 

영어구사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며,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코스의 

2012 학년도 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원서접수 

접수기간： 

원서제출처： 

제출서류： 

응모자격： 

 

모집인원수： 

2012 년 5 월 10 일（수）～5 월 25 일（월）필착, email로 제출 

토호쿠대학 AJP 사무실 ajp-summer＠sed.tohoku.ac.jp 

①원서 ②영어능력 증명서류 복사본 제출가능（TOEFL-ITP、IELTS 등） 

교육학(교과교육 포함) 전공 석사과정・박사과정 및 학부 4 년차 학생, 영어구사능력이 

있는 자. 

각 대학 2 명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남경사범대학,화동사범대학, 

타이완사범대학,타이완정치대학,토호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심사 및 결과통지 

심사방법： 

결과통지： 

서류 심사 

확정 후 개별 통지  2012 년 5 월 30 일（수）까지 

 

주의사항 

원서 제출 후 참가취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건강진단증명서류 및 해외여행보험(영어증명서), 에세이（공동주제：아시아의 어린이와 

학교 영어 2,000wrods 이내）를 제출 할 것. 

참가 학생은 개강되는 모든 수업을 수강하여야 함. (일본입국 8/21 일본출국 8/30) 

 

코스 언어 

수업 언어： 영어 

 

비용에 대해서 

토호쿠대학 부담경비： 수업료, 수업관련행사경비, 항공료, 숙박료 

참가학생 부담경비： 생활비, 해외여행보험료, 식비 등 

문의처 

토호쿠대학： 아시아공동학위개발프로젝트사무실 

Tel&Fax +８１－２２－７９５－３７５６ 

Email  ajp-summer＠sed.tohoku.ac.jp 



코스일정   2012 년 8 월 22 일（수）～29 일（수）（8 일간） 

 

 

 

 

 

 

 

 

 

 

 

 

코스소개 

일 정 시간 강 사 강의 내용 

8 월 22 일（수） 오후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 

남경사범대학,화동사범대학, 

타이완사범대학,타이완정치대학, 

토호쿠대학의 교원 

「아시아의 어린이」①（강의제목 미정） 

8 월 23 일（목） 오전 「아시아의 어린이」②（강의제목 미정） 

 오후 「아시아의 어린이」③（강의제목 미정） 

8 월 24 일（금） 오전 「아시아의 어린이」④（강의제목 미정） 

 오후 「아시아의 어린이」⑤（강의제목 미정）  

8 월 25 일（토） 오전 「아시아의 어린이」⑥（강의제목 미정） 

 오후   현장학습 

8 월 26 일（일）    

8 월 27 일（월） 오전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 

남경사범대학,화동사범대학, 

타이완사범대학,타이완정치대학, 

토호쿠대학의 교원 

「아시아의 학교」①（강의제목 미정）  

 오후 「아시아의 학교」②（강의제목 미정） 

8 월 28 일（화） 오전 「아시아의 학교」③（강의제목 미정）  

 오후 「아시아의 학교」④（강의제목 미정） 

8 월 29 일（수） 오전 「아시아의 학교」⑤（강의제목 미정）  

 오후 「아시아의 학교」⑥（강의제목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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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HOKU UNIVERSITY SUMMER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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