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영어권 파견 교환학생 후보자 안내사항
2018-1학기 영어권 파견 교환학생 후보자 합격을 축하합니다.
설명회 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환학생은 단순 어학연수가 아닙니다. 파견 예정대학과 커
뮤니케이션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Application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도
착해서 숙소를 찾고, 파견교의 안내에 따라 거주등록을 하는 등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수업을 듣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제반 절차들을 스스
로 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배워 오시는 것이 더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안내사항들을 숙지하시고, 같은 학교로 가는 학우들과 협력하여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
다.
※ 파견후보자란 본교에서 자매대학으로 추천하는 후보자이며, 본교의 추천 이후 파견대학의 최종 심사를
거쳐 합격한 최종합격자에 한해 파견됩니다.
★ 교환학생(영어권) 선발 및 파견 진행 과정

□ 해외대학 지원 서류(Application) 작성 및 발송
1. 파견예정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 방법(온라인 or 오프라인) 및 제출서류 확인
2. 온라인 지원 대학 : 온라인을 통하여 개별 지원 진행
3. 오프라인 지원 대학 (서류 우편 발송 대학) : 지원서 발송방법 확인 후 파견학교별 팀장이 취합하여
발송
4. 본인의 여권 상 이름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최종 입학허가서(Admission Letter/Acceptance Letter) 수령
1. 최종 심사 후 파견대학에서 본교 국제교류처로 송부 ▶ 국제교류처
령 안내함.
2. 비자 및 입국 시 사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받는 즉시 본인의 인적
원캠퍼스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만약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바로
3. 일부 대학은 메일로 직접 학생에게 PDF 본을 송부하기도 함. 이때,
필요한 경우, 가능한 빨리 파견교에 우편발송 요청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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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후 학생들에게 문자로 수
및 신청사항(이름, 생년월일, 지
파견교에 수정 요청해야 함
비자 신청 등의 이유로 원본이

□ 비자, 보험 및 비행기표 준비
1. 원칙적으로 학생비자 발급을 완료하고 출국해야 함
2. 해당국의 비자 관련 문제는 파견대학 및 해당국가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문의해야 함 (인터넷 및
선배들의 결과보고서 정보의 경우 out of date 된 것이 많으므로, 참고만 할 것)
3. 비자 발급 전에는 절대로 비행기표를 구입하지 말 것!
(비자가 늦어지는 경우, 사전에 구입한 비행기표가 변경이 되지 않을 시에 다시 비행기표 구입을
해야 할 수 있음)
4. 보험 필수 가입(파견교 요구 조건에 맞는 보험 가입 요망/파견교에서 보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도 필수적으로 보험 가입해야 함)
□ 기숙사
1. 자매교에서 기본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며 국가에 따라 선착순으로 기숙사가 배정되기 때문에
기숙사 신청은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할 것
2. 개별적으로 숙소를 구하는 경우, 자매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급적 SNS를 통해 숙소를 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사기의 우려가 있음)
3. 귀국 시 보증금(Deposit)의 경우 현지에서 환불을 받고 귀국할 것(국제송금은 시간이 오래 걸림)
□ 출국
1. 파견교에서 지정한 오리엔테이션 또는 개강 날짜에 맞춰서 출국
□ 본교 등록 관련
1. 교환학생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해야 함
2. 등록기간 전 출국 시, 등록기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등록금 고지서에 나온 대로 등록금을 납
부하시도록 사전에 말씀 드릴 것.
3. 2018-1에 본교에 수강신청 하면 안됨. 사전 수강신청을 해놓은 경우, 모두 삭제해야함. 교환학생은
파견교에서만 수강신청 진행
□ 상대교 도착 후 해야 할 일
1. 각 대학의 팀장이 국제교류처 담당선생님에게 메일을 통해서 도착확인 메일 송부 (도착 2일이내)
2. 수업료 및 기숙사비 등 납부 : 상대교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주의 : 신용카드로 결제
후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반드시 결제까지 다 이루어졌는지 사후 확인 요망)
3. 집으로 전화하기 : 부모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도착 후 가능한 빨리 집으로 연락드릴 것
4.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상대교 국제교류처 직원과 부모님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는 다른 친
구들에게 자신의 행선지 및 귀국일정을 알릴 것 (타 대학의 경우 교환학생의 실종 사건이 있었음,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림)
□ 귀국 후 해야 할 일
1. 학기 종료 후 2주 이내에 귀국보고서 작성 후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국제교류수기 에 본
인의 이름으로 업로드
2.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캠퍼스별 <2018-1 성적표 도착확인> 을 확인하여 성적표가 도착
한 경우 국제교류처 방문하여 성적인정 신청 진행 (본인이 직접 성적표 받은 경우에는 밀봉된 채로
국제교류처로 가져와서 접수 가능함. 파견교 담당자에게 스캔본을 국제교류처로 이메일 송부하는
경우 원본으로 인정 가능)
3. 성적표 관련하여 상대교에 발송기간과 방법, 발송 주소 반드시 귀국 전에 확인할 것
4. 단과대학/학과 사무실에서는 국제교류처로부터 성적인정 요청을 의뢰 받고 학생과 연락하여 학과장
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결정함
5. 단과대학/학과에서 승인한 학점 인정 내용에 대해서 학사지원과에서 최종 학점 승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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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산입력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학점인정 관련 유의사항
1. 교환학생 해외 파견 시,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공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9학점 미만 이수 시 규정위반이며 졸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
2. 자매대학 취득 학점은 각 단과대별 연간 취득 가능 학점 내에서 본교 학점으로 인정
3. 파견 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Pass(급제) 또는 Non-Pass(낙제)로 성적표에 기재됨
4. 파견대학 수강신청 전에 학점인정여부에 대해서 학과장님과 충분히 상담해야 함
5. 교환학생 수학 후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점인정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함
6. 외국대학에서 ECTS로 취득한 학점은 과목별로 1ECTS당 본교의 0.6학점으로 환산하며 환산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부여됨
7. 학업기간 종료 후 귀국하여 성적표와 결과보고서를 국제교류처에 제출해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본
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대리인정 불가)
8. 귀국하기 전 반드시 성적인정을 위하여 파견교로부터 1. 성적기준표, 2. 강의계획서, 3. 수업시수,
시간(학사 일정) 자료를 받아와야 함
□ 기타 유의사항
1. 본교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었더라도 상대교의 결정에 의해서 최종입학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파
견 불가
2. 파견 교환학생은 파견 국가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파견이 가능하며,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
파견이 취소 될 수 있음
3. 선발 시 정해진 파견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비자종료기간 전에 귀국해야하며, 파견 기간 연장은 불가능함 (파
견기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
4. 교환학생 선발자의 경우 2017학년도에 국제교류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동계 어학연수 및 2018-2 교환학생에
연속으로 지원이 불가 함
5. 교환학생은 상대교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기숙사에서 체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학
생 안전상 이유 등)
6. 교환학생은 파견교에서 경희대학교를 대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입장임. 이를 늘 염두에 두고 행동
하시기 바람. 또한 향후 학교간 교류에 지장을 초래할 행동을 삼가시기 바람.
7. 교환학생은 상대교의 교칙을 준수해야 함. 특별히 기숙사 등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 생활수칙을 반드
시 잘 읽고 따라야 함.
8. 파견교 오리엔테이션 중 잘 모르는 사항은 질문을 하거나, 나눠주는 유인물을 반드시 정독해야 함.
9. 파견 기간 중 의문사항은 파견대학 국제교류처 선생님께 1차로 문의한 뒤, 본교 담당 국제교류처
선생님께 메일로 연락.
10. 교환학생 파견기간 중, 사고 및 질병 등의 이유로 학업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
중도 포기 및 자퇴가 불가능함 (학업중단 사유 발생시, 반드시 국제교류처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아야 함)
11. 복수전공 예정자는 파견 예정교에서 복수전공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12. 최초 교환학생 파견 기간보다 연장체류는 허가되지 않음
★ 파견예정대학 Application 서류 우편 발송 방법 안내 ★
- 해외 자매교로 교환학생 원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별로 취합하여 학생들이 직
접 해외 자매교로 발송해야 함
예시) 1-1) 1인 파견 대학 : 국제교류처 담당자 확인 후 개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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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인 이상 파견 대학 : 국제교류처 담당자 확인 후 전원 취합 발송
- 자매교로 발송되는 교환학생 원서는 학생들이 직접 발송을 해야 하나 자매교 측 담당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발송자의 주소에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
※ 중요한 서류인 관계로 발송 추적이 가능한 EMS, DHL, 페덱스 등을 사용을 추천
□ EMS 주소 명기법
(서울C)
-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Kyung Hee University, Seoul Campus
-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국제C)
-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ampus
-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 Application 서류 작성 시에 일부 대학 양식에는 Institutional(Program) Coordinator(국제교류처 담당자)
의 확인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아래의 정보를 넣어주시고, Sign 이나 Stamp 표시가 있는 경
우에는 담당대학 국제교류처에 방문하셔서 도장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 Institutional(Program) Coordinator
(서울C)
- Name : Im-Jung Lee (Emma Lee)
- Phone : +82-2-961-0031
- Fax : +82-2-962-4343
- E-mail : imjunglee@khu.ac.kr
- Fuction(Position) : International Program Coordinator
(국제C)
- Name : KyungJin Jang (Jennie Jang)
- Phone : +82-31-201-3968
- Fax : +82-31-201-3179
- E-mail : jennie@khu.ac.kr
- Fuction(Position) : International Program Coordinator
□ 기타사항
1. 보내는 모든 서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발송전에 꼭 스캔하여 파일로도 보관
2. 서울캠퍼스에서 담당하는 대학의 경우, 서울캠퍼스에서 확인을 받으신 뒤 발송하시면 되고, 국제캠
퍼스 담당대학의 경우, 국제캠퍼스 국제교류처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단순 Learning Agreement 확인은 소속 캠퍼스에서 확인 받으셔도 됩니다.)
□ 문의 사항
1. 최초 선발공지에 있는 파견 대학 리스트 상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대학에 대한 문의는 서울캠
퍼스 국제교류처로, 노 란 색 으 로 표 시 된 부 분 은 국 제 캠 퍼 스 국 제 교 류 처 로 할 것 (하얀색으로
표시된 대학에 대한 행정 절차는 서울캠퍼스 국제교류처에서 진행되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학에
대한 행정 절차는 국제캠퍼스 국제교류처에서 진행됨)
2. 파견 종료 이후 성적인정절차는 소속캠퍼스 국제교류처에서 진행됨
3. 문의처
- 서울C 국제교류처 : 02-961-0031~2
- 국제C 국제교류처 : 031-20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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