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교환학생 후보자 선발 안내

우리 대학의 2022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

1. 모집대학 및 과정

※ 모든 학과에서 지원 가능하나 선발예정 학과의 지원자가 우선권을 가짐

※ 조건으로 명시된 학과는 해당 학과만 선발

2. 지원자격

  가. 학적
  ㆍ지원 신청 시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사과정생 및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대학원생
  ㆍ교환학생 파견 복귀 후 학사과정생 및 대학원생은 1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해야 함(정규학기)
 나. 성적 : 기 이수한 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
 다. 자격제한
 ㆍ학칙 상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모집 대학명 국가 선발과정
선발인

원
우선 선발예정 

학과(전공)
조건

East Carolina University USA 학부, 대학원 3

Royal Academy of Art, Hague Netherlands 학부 3 서양화, 디자인
ECAL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École cantonale d'art de Lausanne)

Switzerland 학부 3

Aalto University Finland 대학원 2 디자인

Aalborg University Denmark 대학원 3 서양화, 조소, 
공예

Burg Giebichenstein 
Hochschule fur Kunst und Design 
Halle

Germany 학부, 대학원 2

TAMA Art University Japan 학부, 대학원 1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Japan 학부, 대학원 1 동양화

Chiba University Japan 대학원 2 디자인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학부 2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aiwan 학부, 대학원 2



 ㆍ재학 중 단과대학 협정 또는 본부 협정을 통하여 국외수학 승인을 받고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기간이 1개 학기를 초과하는 자(계절학기 미포함)  

 ㆍ국제협력본부를 통해 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험이 있는 자(실제 파견된 자 및 
취소자 등 모두 포함)

 ㆍ2022학년도 1학기 파견 교환프로그램 시기 중 군 입대 예정인 자

3. 선발기준 안내

  가. 초청 외국대학에서 제시한 지원자격(학업성적, 어학성적 등 포함)을 충족하는 지원자에 
한하여 학업성적(평균평점), 포트폴리오, 수학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어학성적의 경우, 지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인외국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
도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TEPS나 국제공인외국어 성적 제출

  나. 선발된 학생의 경우 이후 진행되는 파견교환학생 선발에 지원 불가

4. 지원방법

  가. 원서접수 : 2021년 9월 2일 (목) ~ 9월 10일 (금) (9:00 – 18:00)

  나. 접수방법 : mysnu.ac.kr 로그인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제교환학생 →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다. 제출서류 : 각 학과 사무실에 제출
    <국문으로 작성>
     ㆍ 해외대학 파견교환학생 후보자 신청서 1 부 (온라인 지원)
     ㆍ 수학계획서 1부(별도 서식 없음): 본인이 교환학생 기간 동안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포

부, 계획, 왜 지망한 대학에 가고 싶은지 등을 자유롭게 서술
         ㆍ 국문성적표 1부
         ㆍ  Portfolio(본인 작품 15-20점을 Ms-Office Powerpoint 파일로 작성하여, 출력물 및 usb로 제출) 1부
         ㆍ 해외대학 파견시기를 기준으로 2 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 외국어능력 성적표

( 각 대학별 요구 어학능력은 차이가 있고 지원 시 학생은 해외대학이 요구하는 최소 
어학능력을 만족해야 지원 가능함 )

       <영문으로 작성, (파견대학 송부용)>
        ㆍ  파견대학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 해당 대학사이트 및 엑셀파일 “파견 교환학생 모집대학별 제출서류 안내” 참조하여 제출

     



5. 교환학생 선발 및 파견

   가. 미술대학 대외협력위원회(ICRC)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지망 외국대학에 추천(교환학
생의 최종 입학허가 여부는 초청 외국대학의 권한임)

   나. 지원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추가 공지하여 선발할 수 있음
   다. 지망하는 외국대학의 학사 일정에 따라 2022년 1-4월 중 교환학생 파견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파견을 취소하는 자는 향후 모든 교환학생 선발에 지원 불가능

6. 수학기간

   가. 교환학생 수학기간 : 1개 학기 

7. 등록금 관련

   가. 파견교환학생은 반드시 파견학기 서울대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해야 하며, 파견되는 대학교
의 등록금은 면제됨. 기타 항공료, 생활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함.

   나. 2012학년도 1학기부터 “0”학점 등록제가 폐지됨으로써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자는 반드시 
수학신청원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총장의 허가없이 외국대학에 수학한 자는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여도 미등록 제적처리 됨. 

 8. 학점의 취득

   가. 교환학생은 외국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ㆍ 학부  과정 : 학기당 6학점 이상 
    ㆍ 대학원과정 : 학기당 3학점 이상 
    ※ 초청대학에 따라 최소이수학점이 위 학점보다 많을 수 있음

9. 학점의 인정 
   가. 국외수학 승인에 관한 사항 및 학점의 인정은 “서울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

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규정”에 의함

10. 지망대학 정보

   가. 지망대학에 관한 상세정보는 해당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 
각 대학별로 자격요건, 학기제, 지원 불가능하거나 수강이 불가능한 학과∙수업 정보가 
상이하므로 지망 시 학생 개인이 충분히 알아보고 지원할 것 

   나. 외국대학 교환학생 수기는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http://oia.snu.ac.kr) -> 오른편 
“FOR OUTGOING” -> Exchange program -> 학생수기모음 참조

http://oia.snu.ac.kr


11. 추후 일정

   ㆍ 지원서 접수 : 2021년 9월 2일(목) ~ 9월 10일(금)
   ㆍ 대외협력위원회 선발 심의 : 2021년 9월 중순
   ㆍ 선정자 발표 : 2021년 9월 말 (예정일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ㆍ 지원서 발송 : 2021년 10월 중
   ㆍ 입학허가서 취득 : 2021년 11월-12 중
   ㆍ 학생파견 : 2022년 1월 ~

문의: 이윤서 대외협력실 담당자 (icrcsnu@snu.ac.kr)

 첨부 1. 파견 교환학생 모집대학별 제출서류 안내 1부. 

mailto:icrcsnu@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