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준비? “유럽”에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2020년도 썸머를 활용한 “쥬니어 인턴쉽”을 통해, 스위스-이탈리아-헝가리 
등 유럽의 유서 깊은 문화재와 현지 국공립대학이 함께 인증하는 “인턴십”
과 “European Cultural History Class” 를 함께 배워봅니다. 

▣ 프로그램 안내 
•기간: 2020.6.22 - 2020.7.12 (총 3주)

•지역: 유럽 3개국 (*스위스-이탈리아-헝가리)

•주관: University of St. Gallen (스위스), University of Bari (이

탈리아) - Eötvös Loránd University (헝가리)

•내용: European Cultural History 연수, Student Start-up 
Seminar 참여, 지역별 유적지 및 박물관 큐레이션 인턴십 참여 등

•특징: 스위스-이탈리아-헝가리의 주요 대학과 Civic Center 등이 
직접 “유럽 문화와 역사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의 공공 박물관 등을 
통해 “쥬니어 큐레이터 인턴십”에 대한 Certificate 발급

•대상 및 인원: 미국 고교생 9-11학년 각 6명

•비용: 항공 및 보험료 포함 $4,790 (*얼리버드 할인 1.30까지 완납)

•비고: 전 일정 English 로 진행 + 인솔 가이드 + 학부모 동반 가능 
(*해당 기간 전후로 개별 여행이 가능하며, 사전 문의 필수)

•신청: www.eumeducation.org (*Junior Intern 섹션 참조) 

상담 및 문의 
서부 +1 (714) 801 4622 
한국 +82 (2) 553 1125 
info@eumeducation.org

Baindstrasse 1, Stockach
Germany DE-78333
EU M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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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쥬니어 인턴쉽
Swiss - Italy - Hungary

http://www.eumeducation.org


스위스 University of Sankt Gallen (장트 갈렌 대학교)

1898년에 설립된 장트 갈렌 대학교는 business administration / 
economics 와 international affairs 등이 유명하며, 스위스 전체 대학교
의 start-up company association 을 총괄하고 있다. 스위스의 대학생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세미나를 통해 “유럽의 스타트업과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탈리아 University of Bari (바리 주립대학교)  

이탈리아 동남부의 Apulia 주의 state capital 인 Bari 에 위치한 국립 바
리 대학교는 1925년에 설립되었으며, Medical School (*6년제)을 포함한 
총 12개 단과대학을 망라하는 최고 주립대 가운데 하나. 유네스코 세계 문
화유산을 포함하여 European Capital of Culture 로 선정된 Matera 등 
로마-밀라노-나폴리 등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숨어있는 이탈리아”를 배
울 수 있는 좋은 기회. 또한,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역사를 배우고 
이탈리아 남부의 시립 박물관에서 “쥬니어 큐레이터”로 활동 인증. 

헝가리 Eötvös Loránd University (외트뵈쉬 로란 대학교)
AD 1635년에 설립된 헝가리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써 “한국학” 전공이 개설
되어 있음. 동유럽의 Paris 라 불리며, 수도 부다페스트의 인문대학 1위에 
걸맞게 Budapest Royal Palace 왕궁을 포함한 각종 박물관과 갤러리 등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전시와 연구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대학. 헝가리의 
주요 유적지와 숨겨진 명소 등에 관해서 대학 교수진을 통해 직접 배우고, 
헝가리를 찾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출신의 여행자들에게 직
접 헝가리 역사와 문화에 관한 briefing & discussion 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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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인가?

유럽은 미국 역사와 문화의 기원이며 미국민의 절반 가량은 “유럽”에 
가족의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와 헝가리는 미국내 다수의 
명문 대학들과 student exchange program 을 공유하고 있으며, 유
럽 대학은 연간 $400 - $3,000 의 tuition fee 와 US Accredited 
Medical Universities for HS graduates 등의 장점이 눈에 띄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