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 영어권 및 일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계획
1. 선발인원 ※별첨한 2017 교환학생 선발대학 참고 웹사이트 반드시 참조
구분(파견시기)

국가

파견대학

지원자격(어학점수)

인원

Columbia College, Missouri

iBT 72(모든 영역 16)이상 또는 IELTS
6.0(모든 밴드 5.5) 이상

2

Concordia University, Saint Paul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2

Hawaii Pacific University

iBT 80(Writing 20) 또는
IELTS 6.0(Writing 6.0) 이상

4

Iowa State University
Northern State University

미국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iBT 79 또는 IELTS 6.5 이상

2

iBT
iBT
iBT
iBT

2
2
2
2

또는
또는
또는
또는

IELTS
IELTS
IELTS
IELTS

6.0
5.0
6.0
6.5

이상
이상
이상
이상

2
1
2

Okanagan College
Branden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3

Örebro University

4
2
2

Algoma Unviersity
Medicine Hat College

1
1
1
1
1

University of Jaen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영국

<추가> University of Essex

IELTS 6.0 이상(모든 밴드 5.5) 이상

1

폴란드

WSB University in Poznan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2

Audencia Group : Audencia Business School

파견 시점 기준 본교 경영학 관련
(Business/Management) 전공 4개학기
이상 이수 예정자에 한해 지원가능

3

IGS University: The American Business School

iBT 70 또는 IELTS 5.5 이상

4

ISTC Communication School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2

University of Jyväskylä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4

Palacky University Olomouc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2

체코

Tomas Bata University in Zlín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1

헝가리

University of West Bohemia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

2
2

호주

Victoria University

iBT 65 또는 IELTS 5.5 이상
iBT 70 또는 IELTS 5.5 이상
ibT 67 (W21, S18, R15, L12) 또는
IELTS 6.0(모든 밴드 6.0) 이상

베트남

Hanoi University

스페인

Universidad de Las Palmas de Gran Canaria (ULPGC)

프랑스

핀란드

일본

캐나다
어학연수
(1개 학기)

66
61
80
79

iBT 68 또는 IELTS 6.0 이상
iBT 79 또는 IELTS 6.5 이상
iBT 79 또는 IELTS 6.0 이상
iBT 75 또는
IELTS 6.0 (모든 밴드 5.5) 이상
iBT 61 또는 IELTS 5.0 이상
iBT 79 또는
IELTS 6.0(모든 밴드 6.0) 이상
iBT 79 또는
IELTS 6.0(모든 밴드 5.5) 이상
ibT 79 또는 IELTS 6.5 이상

Winona State University

스웨덴

2
2

University of the Ozarks

독일

1

iBT 71(Reading,Writing 15) 또는
IELTS 6.0(Reading,Writing 6.0)이상

University of Hawaii - Manoa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
University of Northern Iowa

캐나다

iBT 71(Speaking,Writing 17) 또는
IELTS 6.0(모든 밴드 5.5) 이상
iBT 61 또는 IELTS 5.0 이상

Portland State University

Shippensburg University
Tennessee Tech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Arkansas

일반교환
2017년 8월~
2018년 8월
(2개 학기)

[영국 Univ. of Essex 추가]

캐나다

Hagoromo International University
Osaka Gakuin University
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iBT 80(모든 영역 20) 또는
IELTS 6.0(모든 밴드 5.0) 또는
TOEIC 800이상

JLPT N2급 이상 또는
JPT 525점 이상

2
2
3
2
1

Ehime Univeristy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지원가능

2

Langara College

토플 iBT 50 또는 토익 600 또는
토익스피킹 레벨 5 이상
(기타 이에 상응하는
공인 영어성적 가능)

6

2017년3월~6월 (2017년 1학기)
Langara College
2017년8월~12월 (2017년 2학기)

총 14개국 40개 대학 89명
※ 파견대학, 기간 및 파견학생 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89

2. 파견기간 : 2017년 3월-6월 / 8월-12월<1개학기> 또는 2017년 8월-2018년 8월<2개학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이며, 실제 파견기간은 파견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함)
3. 전공분야 : 파견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4. 지원사항
가. 공통사항 : 선발된 학생은 본교에 등록하며, 파견대학 수업료(tuition) 면제
※ 수업료(tuition)를 제외한 Fees (예-Education Service Fee, Activity Fee 등 파견대학에 따라
상이함), 항공료, 기숙사비, 보험료, 비자발급비 등 기타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나. 학점인정 (※외국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학점취득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름)
1) 일반교환 : 학기제는 학기당 17학점까지 이수학점 인정, 쿼터제는 전체 취득학점의 3/4만 인정
※ 유럽통합학점체계(ECTS) : 학기당 최대 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총 취득 ECTS 학점의 2/3 인정
2) 어학연수교환 : 학기당 17학점까지 이수시간에 따라 인정 (2014년 이전 학번은 18학점까지)

5. 지원자격 (※외국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학점취득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에 따름)
가. 교환학생 선발 시점 1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17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교환학생 선발 시에는 휴학생 지원 가능하나, 파견 시에는 반드시 재학 상태 유지
다. 본교 전체학년 평균평점 영어권 3.0 이상 / 일본 2.5 이상
라. 지원 대학 어학자격 기준 충족하는 자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점수만 유효)
마. 교환학생 파견 시, 파견 첫 학기가 8학기 이하인 자
(파견시점 기준, 이미 본교에서 8학기를 모두 수료한 자는 파견 불가)
※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기간 동안 재학 학기가 8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졸업 연장이 가능하나, 이 때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10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납부

바. (영어권) 아시아학과정 과목(단, 영어강의)을 수강한 경우 가산점 부여
사. 교환학생 기파견자(영어권, 일본, 중국 모두)는 제외
아. 외국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 (영어권) 외국어교육원 S-FLEC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 지원시점 기준 S-FLEC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를 이수했거나, 현재 수강 중인 이수예정인자에 한함
- 단, 본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 첫 해임을 감안하여 2016년 1년 휴학자(2016-1학기 및 2학기 1년)는
올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2017-1학기 S-FLEC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 이수 필수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1. 23(수) - 11. 29(화) 17:00까지 (접수기한 엄수)
나. 접수방법 : 순천향대학교포탈 (http://portal.sch.ac.kr/)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 참고)
- 포탈 상단 종합정보시스템(학사인트라넷) - 부속행정 - 국제교육교류처 - 신청관리 교환학생지원서(영어권/일본) 클릭 후 신청

7. 선발방법
가. 최종 파견대학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에 의해 결정
나. 선발기준 : 어학성적 50%, 전체학년평점 20%, 면접 30%
다. 응시자가 많은 경우, 서류전형으로 1차 선발 후 2차 면접전형 실시
라. 기타 수시 선발
- 신청인원 미달로 여석이 발생하거나 자매대학 파견인원이 증원될 경우 추가 선발 실시

8. 선발절차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중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9. 전형일정
가. 면접일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예정
- 영어권 : 2016. 12. 1(목) 17:00 ~ <예정>
- 일

본 : 2016. 12. 2(금) 17:00 ~ <예정>

나. 합격자 발표 : 2016. 12. 13(화) 16:00 <예정> ※ 최종 전형 결과 (합격자/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
다. 합격자 1차 오리엔테이션 : 2016. 12. 14(수) 17:00 <예정>
※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자동 불합격 처리되어 대기자 순서로
추가 합격 처리함

10. 지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S-FLEC 수강과목명은 2016-1학기 이수과목명 또는 2016-2학기 현재 수강 중인 이수예정과목명
표기
나. 아시아학과정 수강과목명은 필수 입력 값이 아니므로 해당자 아닌 경우 공란 제출
다. 어학능력은 공인 성적만 입력해야 하며, 면접 전형 시 반드시 성적표 사본 지참
단,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라. 접수 기간 이후에는 지망 대학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간 내 지망 대학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원서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11. 기타
가. 해외 교환학생 상시 통합설명회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마지막 통합설명회 : 2016. 11. 24(목) 17:30 ~ 19:00, 국제교육교류처 2210호
나. 해외 영어권/일본 교환학생 기파견 학생 수기 게시판 참고
http://sgee.sch.ac.kr/sub02/sub_02_05.php

12. 선발자 의무사항 : 선발된 학생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매학기별 성적증명서 제출
나. 매월 교환학생 상황보고서 제출
다. 귀국 후 수학보고서 제출
라. (영어권) 아시아학과정에 개설된 1개 과목(단, 영어강의) 이상을 파견 전 반드시 수강

13. 문의처 : 국제교육교류처 교육지원팀 041-530-1305, elina@sc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