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 오세요

, 한제 UAS입니다!

흐로닝엔의 한제응용과학대학교(Hanz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Groningen:
Hanze UAS)는 네덜란드 북부 지역 최대의 응용과학 대학교입니다. 한제 UAS 에서는 예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 보건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학사 및 석사 학위 과정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한제 UAS 등록을 선택하겠습니까? 이하에서는 한제 UAS 에서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본 대학교의 프로그램을 모두 개관할 수 있습니다.

한제 UAS 모습이 어떠한지 궁금하세요? 공개일 에 방문하든가 개별 캠퍼스 투어 를
예약하세요! 또는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브로슈어 를 내려 받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수학
본 대학교에서는 캠퍼스에 최고의 현대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학구
생활이 가능하도록 몸과 마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크고 튼튼하고 잘 관리되는 수영장, 멋진 테니스 및 스쿼시 코트, 참신한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정적인 요가로부터 생기 넘치는 신입생 훈련소에 이르는 기타 다양한 신체 활동 공간이
포함됩니다. 뛰어난 스포츠 시설 이외에 본교 캠퍼스에는 대형 슈퍼마켓 하나와 다수의
바리스타 카페가 있고 구내 식당들에서는 건강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는 기차와

버스의 광범위한 공공 교통 네트워크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가장 인기 있는 교통 수단입니다.

흐로닝엔시는 내리 몇 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가장 좋은 학생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본교는 교육 시설, 의료 서비스, 공공 공간에서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설득에
충분하지 않다면, 흐로닝엔은 또한 생활, 스포츠, 공기의 질적 측면에서 유럽의 최고 도시 셋
중의 하나이기도 하나라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유럽위원회설문조사, 2013).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을 들자면,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군에 속하므로 안전하고 인상적인 수학 목적지입니다.

실무 경험을 가지고 졸업
응용과학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수학 중에 얻은 광범위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전문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실생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이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학생은
대학교 담장 너머의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한제 UAS는
업체들과 함께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실무 프로젝트에는 학제간 그룹이 도전합니다. 이러한 학제적 접근 방식은 혁신을
배양하는 토대입니다. 재학생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시야를 전공 영역
너머로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제적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업계에서 유용한 것입니다.
그외에, 학생들은 모두 수학 중에 여러 실무를 맡아 유용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실무 경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생은 취업
시장에서 선두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제 UAS 재학 중에 가능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본교의 역점 분야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이러한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재학 중에 자신의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운 업체는 졸업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제 환경에서 환영 체감
흐로닝엔은 중요한 국제 공동체입니다. 이 도시에는 수많은 학생 협회와 국제 협회가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경험이 쌓이며 외국인 학생은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영어를 제2언어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EF 영어 능력 지수, 2021)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네덜란드인 학생, 강사, 현지인 상대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흐로닝엔, 약동하는 도시이자 유럽의 관문
흐로닝엔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기 가장 좋은 도시들의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50,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도시에 거주하며, 이 말은 시민 넷 중 하나가 학생이라는 소리입니다.
간단히 말해, 흐로닝엔은 살기 멋진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네덜란드와 유럽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흐로닝엔 공항과 시폴 공항이 가까이에 있고, 베를린, 파리,
런던 같은 외국 도시들도 코 앞에 있습니다, 더우기, 유럽연합 내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탁월한 경제적 위상은 유럽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문호를
개방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국에서 본교 만나기
본교의 외국인 신입생 모집관들은 전 세계를 돌며 외국 유학을 원하는 촉망받는 학생들을
접견합니다. 한제 UAS는 공부하기 훌륭한 대학교이고 흐로닝엔은 살기 멋진 곳이지만, 물론
외국인 학생은 자신의 꿈과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본교의 외국인 신입생 모집관들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국제 학사 및 석사 과정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학생은 자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개관은 본교의 fairs
overview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제 외국인 학생팀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힘에 겨운 과정이므로, 본교에서는 한제 외국인
학생팀을 조직하였습니다. 본 팀은 외국에 나가, 한제 UAS에서 공부하고, 흐로닝엔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속속들이 아는 현재의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제 외국인
학생팀은 외국인 학생들과 개별 접촉하며 그들이 한제 UAS와 흐로닝엔에서 마음이 편안한지
살핍니다.
이외에, 한제 외국인 학생팀은 Campus Tours 같은 많은 문화 행사를 주관하고, 학년 초의 Open
Days와 the Welcome Day 중에 외국인 학생들과 만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는 경우, 본교의 한제 외국인 학생팀 histeam@org.hanze.nl 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