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파견 교환/방문학생 모집 공고
1. 지원분야: 2017년 2학기 파견 교환/방문학생 (방문학생은 영어권 파견에 한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자는 아래 1~3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서울, ERICA 학부생으로 2017년 1월 기준 2학기~6학기 이수한 재학생
 건축학과의 경우 2학기~8학기까지 이수한 학부생 지원 가능
 중국어권, 일본어권은 일부 대학에 한하여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
* 한학기 이상 이수자로 코스워크 종료 시까지 2학기 이상 남은 자에 한함
*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서 재학해야 함(석사4학기제의 경우 4학기째는 본교 수학)
 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합격 시 반드시 2017년 1학기를 재학해야 함


1. 학적


6학기까지 이수 한 학생의 경우
1) 1학기 파견의 경우: 7학기 본교 재학, 8학기 파견, 9학기 본교 필수 등록
2) 1년 파견의 경우: 7학기 본교 재학, 8~9학기 파견, 졸업사정 전 학점 인정 시에 한하여
바로 졸업 가능
기존 파견 교환프로그램에 1개 학기만 참여한 학생은 재 지원 가능함

 주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함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및 학업연장자



2. 성적

복수전공자 (단, 부전공 및 다중전공자는 지원 가능함)
기존 파견교환 프로그램에 1년(2개 학기) 동안 참여한 학생 혹은 연속된 학기로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 (예: 2017.1 미국, 2017.2 프랑스)

 누적 성적 증명용 평점(GPA) 2.5 이상
* 대학원생의 경우 학부 및 대학원 성적이 모두 2.5 이상인 자
* 편입생의 경우 전 대학 및 본교 성적이 모두 2.5 이상인 자
 영어권(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아일랜드): TOEFL IBT 75 이상/ IELTS 6.0 이상
(TOEFL ITP 지원 불가)
 유럽/남미/기타아시아: TOEFL IBT 75 이상 / IELTS 6.0 이상/ TOEFL ITP 550 이상
 중국: 별도 어학성적 필수사항 아님, 본과수업 희망 시, 대학에 따라 HSK 성적 필요
 일본: 각 대학별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확인 필요
(HSK, JLPT 어학성적이 있을 시 외국어성적변환표에 의거하여 가산점 부여)

3. 외국어

[외국어성적 변환표 다운로드]
* 외국어 성적은 2017. 4월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이어야 함 (2015.4.1 이후 응시)
* 상기 자격은 본교 내부 지원 자격으로 상대교에서 제시하는 지원자격이 더 높을 경우
상대교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중국어권과 일본어권을 제외한 나머지 언어권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이 때 상기
변환표를 참조하여 가장 높은 영어성적 하나를 제출할 것 (언어권 별 다른 성적 인정
되지 않음)
* 단, 영어권을 포함하여 중복신청할 경우 IBT 혹은 IELTS로만 지원 가능함
* 등급시험 (HSK, JLPT 등) 합격자는 등급과 점수를 반드시 함께 명시할 것
(점수 미 표기 시 낮은 변환점수 적용되니 주의할 것)
* 기관토플(ITP)의 경우 한양대에서 본 시험 점수만 인정이 가능함 (타 기관 인정 불가)
* 제출한 영어성적을 향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 (접수 시 제출한 영어 성적으로 심사)

 주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 및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입학하기 전의 경우도 포함)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
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 가능함.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 가능함.
따라서 지원자는 본인의 학점 취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학 계획을 세운 이후 지원할 것!

3. 파견가능 해외대학 리스트: [다운로드] 클릭 (파일 하단에 언어권별 탭으로 구분)
* 파견가능대학 정보(상대교 제공 Fact Sheet): [다운로드] 클릭
4. 선발방식: 서류종합평가 100% (누적증명평점 + 외국어성적 + 유학계획서)
가. 파견교 결정은 각 학생을 총점순으로(서류종합평가 총합) 정렬 후 총점 합이 높은 학생부터 지망교
에 배정됨. 다만 본인이 선택한 1~15지망 학교에 모두 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상위권자에게로
배정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함
5. 선발 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
일자

내용

비고

1차 HY-in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서
류 제출
* 접수처: 본인 소속 캠퍼스의 국제처
(온/오프라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지원이 완료

2016.1.3(화)~1.10(화)

됨)

* 3일 오전 10시: 온라인 접수 시작
* 10일 오후 5시: 온라인 접수 및 오프
라인 서류 제출 동시 마감

- 서 울: 국제관 217호
- ERICA: 학생복지관 4층
* 우편접수 가능(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마감 이후 서류 접수 절대 불가

2016.1.12(목)

1차 불합격자 추가 배정

불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2016.1.13(금)

1차 배정결과 발표 및 2차 선발 공지
(방문학생 선발 동시 진행)

오후 5시 이후 국제처 홈페이지에 발표 예
정

2차 HY-in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서
류 제출 (방문학생 선발 동시 진행)
(온/오프라인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지원이 완료

2016.1.17(화)~23(월)

됨)
* 23일 오후 5시: 온라인 접수 및 오프

* 접수 방법은 1차와 동일, 교환학생과 방
문학생 프로그램 동시 지원 가능
* 1차 선발 전형 이후 남은 T/O에 한하여
추가 선발을 진행함

라인 서류 제출 동시 마감
2016.1.26(목)

2차 배정결과 발표

* 국제처에서 추천한 교환학생의 최종 입학허가 여부는 해외 파견대학에서 결정함

6. 서류접수 절차
[서류접수 관련 세부사항 확인]
가. HY-In 신상정보 업데이트

교환 프로그램 지원 후 관련 모든 안내 사항은 HY-in에 등록된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로 전달됨.
따라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로 업데이트를 해야 적시에 중요 사항을 놓치지
않고 전달 받을 수 있음. 또한 추후 입학허가서 발급 절차를 위해 영문 성명을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
명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 요망. 업데이트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업데이트 된 이메일 주소는 최종 합격 후 상대교 담당자와의 이메일 교신에도 그대로 사용됨. 다음/한메일의 경우
해외 대학과의 이메일 교신 시 오류가 종종 발생하므로 가급적이면 타 계정을 입력하기 바람

나. HY-in 교환유학 신청

신상정보 업데이트 후, [신청 → 학점교류관리 → 교환유학신청]을 클릭하여 지원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
신청, 경력사항, 유학계획서 탭별로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출력을 하여 보증인 날인/서약서 서명을 하고
최종본을 아래의 제출 서류 (7번 조항) 와 함께 소속 캠퍼스의 국제처로 제출
※ 신청화면에서 선택하는 기간 구분은 향후 실제 파견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종 학교 배정 결과 발표 이후 희망 파견 기간 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임

※ 경력사항 메뉴: 유학구분 / 기간 / 국가 / 기관명 / 내용 (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
유학계획서 메뉴: 자기소개서 (글자 수 공백포함 1,000자 이내로 작성)
지원동기 및 계획서 (글자 수 공백포함 1,000자 이내로 작성)/
※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1. 지원서 양식의 내용은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시에는 결격사유가 되어
배정 대상에서 제외됨.
2. 본인이 작성한 지원서 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교환학생 지원 시 결정한 교환대학과 파견기간은 접수 기간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지원해야 함
4. 배정대학 발표 후 취소 시 향후 파견교환학생에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만
입력할 것 (15지망까지 모두 작성할 필요 없음)
5. 어학성적 취득일자는 본인이 시험을 응시할 날짜를 기재할 것
6. HSK나 JLPT의 경우는 등급과 점수를 동시에 기재할 것 ex) 1급 (150)
7. 본인이 보유한 어학 성적이 지원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함.
기준 미달로 인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7.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절대 반환 불가
제출서류
교환학생 신청서 및 유학계획서

교환학생 지원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공통
필수

비고
HY-in 시스템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수기 작성 불가함
유학 계획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면 되며 자유 형식임
[다운로드]
- 반드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읽고 박스에 체크할 것
[다운로드]
신한 100-029-095080으로 접수비 30,000원을 송금 후 송금증 제출

교환학생 접수비 송금증

- 반드시 접수하는 지원자 이름으로 입금할 것
- 온라인 뱅킹의 경우 송금 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
어학성적표 사본 OR 인터넷 출력본 (점수 화면 캡쳐본 가능)

어학성적표 사본

- 최종 합격 후 해당 대학 지원서 작성 시 원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전적대학 영문성적증명서 1부

편입생의 경우 해당

8. 기타사항
가. 동북아(중국, 일본) 파견자에 한 해 첫 학기 어학원 성적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가능
두 번째 학기에는 반드시 정규과목을 들어야 두 번째 학기 학점이 인정됨. 중국 대학 파견자의
경우 본과 수업 수강은 대개 HSK 4급 이상의 고급 중국어 성적 보유자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중국어 초급자는 주의할 것.

나. 일본어권 JASSO 및 MEXT 장학금 관련
해당 장학금은 일본대학에서 지원 안내 메일을 발송하며, 일본대학에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 확정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지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발되는 것은 아님)

다. 한-EU ICI-ECP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요: 한국의 교육부와 유럽연합(EU)이 지원하고 본교를 포함한 한국의 3개 대학 및 유럽 3개
국의 대학이 참여하는‘Global Work IT: Connecting the world’s leading ICT(정보통신기술
(ICT)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간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내용: 컴퓨터 공학 전공수업(3-6학점) + The Global Classroom(3-6학점) + 문화 및
언어교육(3-6학점)
ICI 프로그램 학생은 반드시 한 학기 30ECTS를 채워야 함
※ 수강 과목은 현지 대학 및 학생의 선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경비지원: 총430만원 / 1인 (항공료 110만원, 체재비 320만원)
※국비(교육부)로 본교에서 참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
 지원가능학과: 서울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정보시스템학과
ERICA 공학대학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파견가능기간: 한학기(2017 -2 고정)
 모집대학: 아일랜드 Dublin Institute of Technology, 독일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Darmstadt, 핀란드 Oulu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라. ISEP 프로그램
 개요: 전 세계 대학 간 학생교환을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본교의 자매대학이 아니어도 ISEP
회원교 (전세계 50개국, 300여개)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잇는 대학에 훨씬 많은 선택의 기회가 열리게 됨

 경비지원: 상대교 등록금은 면제되며 기숙사비+식비를 본교에 납부하고 가고, 상대교에서는
기숙사 및 한학기 동안의 Meal Plan (상대교 책정 금액)을 제공받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지원절차: 본교에서 ISEP 파견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2차 ISEP에 지원 학교를 신청한 후
최종 배정을 받는 두 단계의 선발 절차가 진행됨
※ 온라인 지원서 작성시 15지망 내 대학 중 ISEP-US 혹은 ISEP-INTERNATIONAL을 선택
- 이때, 1지망 ISEP-US, 2지망 ISEP-INTERNATIONAL을 쓰고 3~15지망은 본교 자매대학
을 지원 하여도 무방함

 지원가능 언어자격: 본교 프로그램 지원 기본 자격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언어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희망 대학의 Directory 페이지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 하여야 함. 본교 내 절차에서 합격하였어도 지원 대학의 입학 기준을 만족하
지 못한다면 최종 불합격 됨
※ 확인방법: 아래 모집대학 링크 클릭 > 각 대학명 클릭 > 하단부 exchange ‘Learn more” 클
릭 > Academics -> Undergraduate Academic Requirements
※ ISEP-US 및 INTERNATIONAL(영어권)의 경우: IBT 75, IELTS 6.0 이 기본 자격(ITP지원불가)
ISEP-INTERNATIONAL(비영어권)의 경우: IBT 75, IELTS 6.0, ITP 550 이 기본 자격
 파견가능기간: 한학기(2017-2 고정)
 모집대학: 공지문 3번 “파견 해외대학 리스트” 참조

9. 영어권 대학 방문학생 (Study Abroad Program: SAP) 모집 예정
- 자매교 또는 비 자매교로 파견되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수학하는 프로그램
- 등록금을 본교와 상대교 모두에 납부. 단, 상대교 등록금 중 300만원 지원 예정 (나머지는 본인 부담)
-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지원 불가함

* 방문학생 프로그램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교
방문학생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점 - 최대 2학기/40학점(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인정이 가능
- 등록금을 본교 및 파견 대학에 모두 납부

- 등록금을 본교에만 납부

(파견대학 등록금 기준, 본교 지원금 제공) - 1:1교환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파견
- 대부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일부 제외)
다른 점 -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대학으로도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음
- 학교 간, 혹은 학교 대 기관으로 맺은

파견이 가능 (학생의 선택권 확대)

협정을 통해 해외 대학으로 파견

- 각 파견대학별 어학기준(기존 교환학생 선 - 본교 선발 자격에 부합하는 어학
발 기준 보다 낮은 기준)으로 지원 가능

성적을 보유한 학생만 지원 가능

* 방문학생 프로그램 파견교 리스트 (예정이며 매 학기 변동 가능함)
국가

파견교
American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San
Marco, Colorado Stat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Gonzaga

미국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Montana State University, Mount Holyoke Colleg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an Jose State University, SUNY Buffalo, University of Alabama 등 약 35개교

캐나다
잉글랜드

University of Victoria
Queen Mary-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of Bristol,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Manchester, University of the Arts-London, University of Westminster

스코틀랜드 University of Edinburgh, University of Glasgow
아일랜드
호주

University of Limerick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Queensland, University of Wollongong
University of Otago

※ 세부 모집 사항은 교환 2차 접수 모집 공고에 같이 안내될 예정
10. 학점인정 절차 [바로가기 클릭]
11.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Q: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A: 교환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 돌아와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파견기간 동안 등록금은 본교
에 납부하고, 상대교에서 면제를 받으므로 유학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상위
대학 진학 시 경력사항으로 인정됩니다.

2) Q: 어학능력입증서류가 지원서 접수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서류 접수가
가능한가요?
A: 지원 시 사본만 제출하시면 되며 (iBT의 경우 인터넷 화면 캡쳐본 제출 가능)
원본은 최종 합격 이후 상대교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Q: 현재 어학성적이 높지 않은데 현재 보유한 성적표를 먼저 제출하고 향후 더 좋은 성적이 나오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지원 기간 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되며 향후 추가 제출은 불가합니다.

4) Q: 학점이 2.49입니다. 반올림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A: 지원 불가합니다.

5) Q: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를 15지망까지 할 수 있던데, 파견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나요?
A: 학생의 서류종합평가(GPA, 어학성적, 유학계획서)의 점수의 총합이 높은 학생
부터 학교 배정에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1~15의 모든 지망에서 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총점 합이 높은 학생으로 지망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신중히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Q: 저의 전공과 일치하는 학과가 있는 대학을 알려주세요.
A: 교환학생 모집 공지에 파견대학의 홈페이지 주소 및 Fact Sheet을 첨부하였으니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Q: 경쟁률 및 커트라인은 얼마나 되나요?

A: 언어권과 지원율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8) Q: 지원서에 부모님 보증란이 있는데요, 도장대신 사인도 가능합니까?
A: 도장, 싸인 모두 가능합니다.

9) Q: 부모님이 멀리 사시는데요, 지원서에 부모님 보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장기간 수학하는 프로그램이고 반드시 부모님/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받기 어려울 경우 우편으로라도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10) Q: 제가 6학기를 이수한 상태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졸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교환학생 지원 당시(1월 당시) 6학기를 이수하셨다면 돌아오는 7학기(3월 시작 학기)를 반드시
한양대학교에서 이수하고 8학기를 해외에서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 9학기를 반드시
등록하셔야 졸업이 합니다(부분등록 가능).

11) Q: 제 전공과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파견가능학과가 다른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A: 본교에서는 지원학생의 전공에 따른 차등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교에서 지원 학생의
전공이 불일치하거나 선수과목 등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대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교에 인문계 학생이 지원할 경우 대부분 입학이 불허되며
경영/경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타 전공 학생이 지원할 경우 입학이 불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귀국 후 학점인정의 경우 주전공/다중/부전공이 아닐 경우 교양학점으로 인정
되기 때문에 국제처에서는 본인 전공과 맞는 학교에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2) Q: 다중전공 및 부전공 학과로의 학점인정이 가능할까요?
A: 다중전공 및 부전공이 사전 승인되어 있는 경우 귀국 후 해당 학과로의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점인정 서류를 주전공 또는 다중전공(부전공시 부전공)학과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Q: JLPT(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이 없는데 JPT로 대체 가능합니까?
A: 대체할 수 없습니다.

14) Q: 2학기 파견자의 경우 국제여름학교를 의무로 수강해야 하나요?
A: 2017년 2학기 파견 학생부터 국제여름학교 수강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대학에서의
적응력 향상 및 네트워킹 형성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파견 전 수강할 경우 파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수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2. 문의처


Email: exchangeout@hanyang.ac.kr



Tel: 서울캠퍼스 02-2220-2459/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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