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2학기 해외파견 국제교류학생 선발계획

2017. 1. 23.
1. 프로그램 종류

가. 자매대학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내용 :
- 우리대학과 대학간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자매대학에 교환학생(Exchange Student)
자격으로 파견
2) 선발인원 : 총 24개국 74개 대학 233명 선발(복수학위, 기타연수 포함)
나. 복수학위 프로그램 내용
1) 수학대학 : 미국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4개 학기 수학
2) IIT 수학 후 우리대학 및 IIT에서 학점을 인정받아 양교의 졸업요건을 각각 충족시
킬 경우 두 대학에서 복수학위 취득 가능
3) 선발인원 : 교환학생 선발인원에 포함
다. 기타연수 프로그램 내용
1) 수학대학 : 미국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2) 상기 대학에서 과목 수강 및 인턴쉽 과정 수료(인턴십 참여여부 선택가능)
3) 선발인원 : 교환학생 선발인원에 포함
라. SAF 방문학생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내용 :
- SAF재단 회원대학인 영어권 우수대학에 방문학생(Visiting Student)자격으로 파견
(* SAF : Study Abroad Foundation / 상세자료 별도 게시 예정)
2) 선발인원 : 총 8개국 50여개 대학 10명 이내 선발 / 인원 조정(지원자수와 수준 고려)
3) 파견지역 :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 독일
(SAF재단 회원대학 소재지, 독일 및 스위스는 해당국 언어 능통자 선발)
4) 수혜혜택 : 교환학생과 동일한 학점인정 및 장학금 혜택, 단 해외수학대학에 수업료 납부
5) 유의사항 : SAF 프로그램의 신청비($300)는 환불되지 않으며, 동 프로그램 신청시
납부한 Deposit 2,000불은 학생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50%만 환불되는 점 유의 바람
마. 총 선발인원 : 243명(파견 가능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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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파견 교환학생 어학기준

가. 공인어학성적제도 개요
1) 지원자격 최저점수제 도입
⇒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도입하여 일정 점수 이상 보유자에게만 지원자격 부여
2) 교환학생 선발 어학평가시험 대체
⇒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선발전형에 반영, 기존 어학평가시험 대체
나. 지원자격 최저점수제 도입
1) 공인어학성적을 요구하는 외국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 지원하는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점수 이상 취득
2) 공인어학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외국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 우리대학에서 정한 최저점수 이상 취득
다. 교환학생 어학평가
1) 어학평가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2) 영어 : TOEFL-TOEIC-IELTS 성적 환산표에 따라 점수반영
3) 중국어 : 별도 필기시험 시행
4) 프랑스어 및 기타 외국어 : 별도 평가 및 기준에 따름

3. 파견기간

가. 2개 학기 또는 1개 학기(2017학년도 2학기 ～ 2018학년도 1학기) : 대부분의 파견대학
- 전 지역 교환학생 프로그램
- SAF 방문학생 프로그램(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 1개 학기(2017학년도 2학기)
- 캐나다 메모리얼대학 그랜펠캠퍼스(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Grenfell
Campus)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 캐나다 메모리얼대학 세인트존스캠퍼스(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t.
John's Campus) 교환학생 프로그램
- 호주 퀸즈랜드공과대학(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교환학생 프로그램
- 호주 커틴대학(Curtin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 호주 RMIT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 브라질 상파울루주립대학(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UNESP)) 교환학생 프로그램
- 독일 알브슈타트 지그마링엔 대학(Albstadt-Sigmaringen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산학협력대학(Baden-Wuerttemberg Cooperative State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Augs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교환학생 프로그
램
- 독일 오토폰귀릭케마그데부르그 대학(Otto-von-Guericke University Magdeburg) 교환
학생 프로그램
- 독일 쳄니츠 공과대학(Chemnitz University of Technology) 교환학생 프로그램
- 네덜란드 폰티스응용과학기술대학(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교환학생 프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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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보라스대학(University of Boras) 교환학생 프로그램
- 프랑스 릴 가톨릭 대학(Lille Catholic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 프랑스 ESCE 국제경영대학(ESC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교환학생 프로그램
- 베트남 후에대학(Hue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 싱가포르 싱가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Gadjah Mada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 홍콩 항생경영대학(Hang Seng Management College) 교환학생 프로그램
- 홍콩 홍콩시립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 교환학생 프로그램
- 홍콩 홍콩이공대학(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 중국 광동외어외무대학(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교환학생 프로그램
- 중국 북경어언대학(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다. 4개 학기(2017학년도 2학기 ~ 2019학년도 1학기) : IIT 복수학위 프로그램
- IIT;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일리노이공대)
라. SAF회원대학 ELS과정은 본교 정규과정으로 인정 불가(장학금 미지원)
4. 수업료 및 교환학생장학금

가. 본교등록금납부형 장학금(A)
1) 대상 지역 : 미국(일부대학), 캐나다(일부대학), 호주, 브라질, 유럽, 아시아(중국, 싱가폴,
홍콩 등)
2) 장학혜택
① 파견기간동안 외국대학 수업료 전액면제
② 본교에 수업료를 납부하며, 성적에 따라 별도 ‘교환학생장학금’ 지급
③ 교환학생장학금 지급액 및 기준
(누적) 총평점평균
4.0 이상
3.5 - 3.99
3.0 - 3.49

파견 1차 학기
수업료 2/3 면제
수업료 1/3 면제
학비보조장학금 상당액

파견 2차 학기
학비보조장학금 상당액
학비보조장학금 상당액
학비보조장학금 상당액

※ 성적 기준 : 신청학점 기준 성적(F학점 포함), 교환학생 신청 당시의 성적 반영
나. 해외대학등록금납부형 장학금(B)
1) 대상 지역(프로그램) : 미국(일부대학), 캐나다(일부대학), SAF 프로그램, 기타연수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
2) 장학혜택
① 파견기간동안 외국대학에 수업료 납부
② 교환학생장학금으로 본교 수업료 전액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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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대학 장학금
대학명
장학내용
- 교환학생(방문학생) : 학기당 약 $9,000 장학금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 복수학위학생 : 성적에 따라 연간 $13,000~19,000 장학금
University of California, - 쿼터당 $1,000달러 장학금 지급(여름쿼터 제외)
Riverside
- (B)해외대학등록금납부형 In-state Tuition과 Out-of-Tuition의
Troy University
차이를 장학금으로 지급 (Out-of-Tuition의 약 50%)
University of Hawaii at - (B)해외대학등록금납부형 장학금은 Non-Resident Tuition의
15% 장학금 지급
Manoa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Grenfell -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 레벨에 따라 $400~$500 장학금 차등지급
Campus
※ 상기 장학금 혜택은 자매대학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수업료 이외의 소요비용 : 항공료, 기숙사비, 식비, 의료보험, 교재비, 비자수속비 등은 교
환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국가장학금 수혜학기 등록 후 휴학자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수혜학기에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이 교환학생 파견 복귀 후 기 등록내역을 8
차 정규등록학기(건축학과 10차)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5. 지원자격

가. 수학기간 : 대학 1년 과정(32학점) 이상 수료 또는 예정
- 편입생은 편입 후 1개 학기 이상 이수(예정)
-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대학 2년 과정(65학점) 이상 수료(예정)
- 일부 대학의 경우 본교 정규학기 2～6개 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나. 지원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 및 어학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다. 소속학부(과, 전공)의 허락을 받은 학생 : 지원서에 학과장 서명
라. 외국인학생
1) 본인의 출신국으로 지원 불가(제3국으로는 지원 가능)
2) 우리대학에서 5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
(6차 학기부터 해외 교환학생 파견 가능)
마. 정규등록 8차 학기 이상(건축학과는 10차 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파견 제한
※ 정규등록 8차 학기(건축학과 10차 학기) 파견 희망자는 국제교류팀 별도 문의 요망

6. 선발 전형기준 (전형요소)

- 아래 전형요소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만점 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가. 전학년 누적 총평점평균 (배점: 40점)
나. 어학성적 :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배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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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 : TOEFL 또는 TOEIC 또는 IELTS
2) 중국어 : 별도 필기시험 시행
3) 프랑스어 및 기타 외국어 : 어학평가 및 면접일정 별도 통보 예정
4)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 2015. 3. 8. 이후 성적 (최근 2년 이내)
다. 면접 (배점 : 30점)
7. 지원방법

가. 포털시스템> INS(학사행정)> 학적> 학적변동신청> 해외학점교류> 온라인지원> 자료입력
나. 해외학점교류신청서 인쇄 : [신청내역 조회] > 해외학점교류신청서 인쇄
다. 국제교류학생지원서를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지원서류 서명(본인 및 보호자 서명 / 학부사무실에서 학과장 서명)
라. 지원서 미제출자는 선발전형에 참가할 수 없음(지원포기로 간주됨)
마. 공인어학성적 입력 시 반드시 시험종류, 취득점수, 취득일 필수 입력
(예) TOEFL 100 취득일 : 2015. 6. 27
JLPT N2(140) 취득일 : 2015. 12. 1
바. 모집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작성 및 인쇄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후 지원서를 인
쇄하여 제출 요망.

8. 제출서류

가. 국제교류학생 지원서
- 국제교류학생 지원서와 수학계획서는 INS-학적변동신청 부분에서 함께 인쇄
나. 교환학생 수학계획서
다. 해당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1부, 복사본 1부)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원본 대조 후 복사본 제출
- 원본 성적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온라인상 확인된 성적을 화면 인쇄하여 제출
한 후 원본 성적표는 수령 즉시 추가 제출 바람

9. 지원서 제출처 및 상담

가. 제출처 : 국제교류팀 (학생회관 3층, 7-313호)
나. 연락처
- 유럽(프랑스 제외) : (032)860-7031
- 중국/대만 : (032)860-7032
- 아시아/프랑스/미주 및 대양주/SAF프로그램 : (032)860-7034
다. E-mail : orir@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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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발일정(안)

구

분

온라인 지원
지원서류 제출
(학생→국제교류팀)
교환학생 설명회

일

시

2017. 2. 27(월) 09:00 ∼ 3. 8(수) 17:00
2017. 2. 27(월) ∼ 3. 8(수)
(09:00 ∼ 18:00)
2017. 2. 28(화) 15:00 ∼ 16:30

비 고
INS

국제교류팀
본관 중강당

본관 중강당(시험)
교직원휴게실(면접)
국제교류팀
예비합격자 발표
2017. 3. 17(토) 15:00
홈페이지
※ 설명회에서는 교환학생, SAF 프로그램, 기타연수 프로그램을 안내 예정
※ 면접관련 별도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일정 숙지 요망
어학시험 및 면접

* 시험 : 2017. 3. 11(토) 10:00 ∼ 11:00
* 면접 : 2017. 3. 11(토) 12:00 ~

11. 면접전형 일정

모든 지원학생은 영어 또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 중 하나의 언어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언어권 종류

어학시험 (3/11)

면접 (3/11)

영어

-

○

중국어

○

○

프랑스어, 기타언어

별도안내

비고
어학시험 없음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별도 어학시험 실시
-

가. 영어시험은 지원자가 제출한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함
나. 면접 : 면접 대기시간(오후 12시)을 반드시 준수할 것
다. 아래 단과대학 자체선발 대상자인 경우 해당 단과대학에서 별도전형 실시 예정
☞ 단과대학 자체선발 대학과 국제교류팀 선발 대학에 복수지원한 경우
위 일정에 따른 전체 면접과 단과대학 자체 면접에 모두 응시할 것
[ 단과대학 자체선발 대학 명단 ]

대학명
선발 전공(단과대학)
비고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
아태물류학부
프랑스 Paris Val de Seine School
공과대학(건축학과)
of Architecture
* 프랑스언어문화전공 학생이 프랑스 자매대학의 프랑스어전공으로 파견 지원시 소속 학과의 별
도 면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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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학성적표 제출안내

가. 영어 성적증명서(TOEFL 또는 IELTS) 제출대학
- 아래의 외국대학 지원학생은 공인어학성적표(TOEFL 또는 IELTS)를 지원서류와 함께 국
제교류팀에 제출하고, ETS를 통해 Reporting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교 제출마감
외국대학 제출마감
연번
대학명
(국제교류팀에 제출)
(ETS에서 직접 reporting)
별도 안내 (TOEFL Code: 0097)
1
SAF
3월 8일(수)
(IELTS Code: 4972)
별도 안내
Institute of
2 Illinois
Technology
(TOEFL/IETLS Code: 1318)
※ TOEFL 성적 제출기한 마감일까지 TOEFL 성적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나. 공인 TOEFL 성적의 ETS reporting을 요구하는 대학(위 표 참조)에 합격하신 지원자
는 마감일까지 해당기관에 성적이 리포팅될 수 있도록 신청 바람
※ TOEFL 참조 사이트 : http://www.cbtkorea.or.kr 또는 http://www.ets.org
※ IELTS 참조 사이트 : http://www.britishcouncil.org/kr/korea
13. 학점인정

가. 선발된 학생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할 과목을 사전에 본교 소속전공 학과장과 상담하여 결정
하고 “출국전 수강상담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에 따라 취득하는 학점은 소속 학부에
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본교 학점으로 인정함.
나. 학점심의결과 본교인정 가능학점이 부족할 경우 이로 인하여 졸업을 위한 수학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다. 교환학생 파견으로 인하여 각종 졸업요건(졸업학점, 필수과목, 졸업인증, 졸업논문 및 시험,
교직이수 및 교생실습 등)에 지장이 없는지 고려하여 지원하기 바람.
라. 본교와 외국대학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부족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전공)에 상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지원하여야 함.
마. 본교 학칙 제30조의 2, 1항에 따라 국내ㆍ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편입생의 경우 본교
입학 후 졸업잔여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음.
바. 교환학생 파견 종료 직후 등록학기 내에 학점인정청원 완료하여야 함
사. 파견 학기당 본교 기준 최소 2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을 시에 한하여 해당 학기를 정
규 학기로 인정함
아.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국제교류학점인정제도” 참조.
자. 기타연수 프로그램 인턴쉽 수료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6학점 (32시간당 1학점 인정) 이내에
서 해외인턴쉽 학점인정

14. 지원자 유의사항

가. 휴학생도 지원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파견학기에는 복학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함.
나. 학부 교환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학
할 경우 교환학생 자격이 취소되고 학점인정, 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모든 지원자는 5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선발시 우선권은 1지망 학생에게 있고, 여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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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지망 학생에게 기회가 부여됨.
라. SAF 프로그램 최종합격자는 합격 후 회원 대학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마.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선발이후 파견 당시까지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 및 어학
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환학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바. 수학능력 심사, 어학 및 면접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가 없으면 미달이어도 합격자를 선
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본교 선발전형에 합격한 교환학생은 예비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대학에 추천되며, 입
학은 외국대학의 자체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됨. 외국대학의 현지사정과 내부 심의기준
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입학이 불허될 수 있음.
아. 해외대학 수업료 이외의 모든 비용은 교환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 해당국가 학생비자 발급 신청 및 취득 등은 해외대학 입학허가서 수령 후 교환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차. 수학기간 동안의 숙소 탐색 및 계약은 교환학생 본인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외
대학 서류 제출시 기숙사 및 외부숙소 신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해외대
학 기숙사 거주가 불가능한 교환학생의 경우 출국 전 스스로 외부숙소를 확보하여야 함.
카. 기타 세부사항은 각 외국대학 홈페이지 및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조.
본교 선발 전형에 예비 합격한 학생은 학생생활연구소 MMPI 실시 및 결과지 제출.
MMPI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
◎ 국제처 사이트 : http://internationalcenter.inha.ac.kr/
◎ IIT 프로그램 참조사이트 : http://www.iitseoul.co.kr
◎ SAF 프로그램 참조사이트 : http://www.studyabroadfoundation.org/korea
국 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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