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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해외파견
국제교류학생
프로그램 안내

우리대학 학생이 재학기간 중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하고,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단기 해외파견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류
구분

장기

단기

프로그램명

내용

파견
기간

교환학생

해외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전공 또는 교양 강의를 수강
하는 프로그램

1~2개
학기

복수학위

우리대학과 해외 자매대학
에서 수학 후(2+2년)양쪽
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
할 수 있는 제도

해외지역
연구

하계/동계방학 중 해외자매
대학에 파견되어 어학 연수 1~3주
및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
는 프로그램

※장기프로그램 파견학기는 본교 정규학기로 인정됨

4개
학기

모집
시기

3월초
/
9월초

5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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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국제교류학생
프로그램 이란?

■ 교환학생 프로그램 : 40개국 140여개 대학
- 파견대학 및 선발인원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국제처 홈페이지에 자매대학별 자료(fact sheet)및 교환학생 체험기 게시

■ 복수학위 프로그램 :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 해외지역연구 프로그램
- 매학기 중(5월,10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공지
- 주요 파견대학
권역

국가 / 대학명

미주

 미국:캘리포니아대학(리버사이드), 괌대학, 네바다 주립
대학(라스베이거스), 템플대학, 텍사스A&M대학
 캐나다:리자이나대학

대양주

유럽

아시아

 뉴질랜드:와이카토기술대학(Wintec)
 호주:서던퀸스랜드대학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폴리테크닉대학
스페인:예이다대학
이탈리아:카포스카리대학
체코:체코생명과학대학
프랑스:릴가톨릭대학, ECE파리공학대학

대만:아시아대학
말레이시아:림콕윙대학
싱가포르:PSB대학
우즈베키스탄:IUT
일본:오사카가쿠인대학, 리츠메이칸대학, 도요대학
중국:상해해양대학, 중경우전대학, 하얼빈공업대학,
상해동화대학, 북경공업대학, 북경이공대학
 홍콩:홍콩과학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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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가 및 파견대학

학생모집 및 선발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온라인지원 및
지원서 제출

서류종합평가

예비합격자
선정/발표

해외자매대학
입학심사

지원 자격
구분

재학
기간
및
취득
학점

지원자격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32학점 이상을 취득
(예정)한 학생
 편입생은 편입 후 1개 학기 이상 이수(예정)
 외국인학생은 6차학기부터 파견 가능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점수(평점평균)을 충족한 학생
※휴학생 지원 가능(단, 파견학기에는 재학생 신분(정규등록) 유지)
※파견학기 기준 정규등록 8차 학기 이상일 경우 파견제한(단, 건축학과의
경우 10차 학기 이상인 학생에 해당됨)

어학
성적

 모든 지원자는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 최저점수
이상 취득

기타

 소속 학과의 허가를 받은 자(지원서에 학과장 날인 필수)
 기타 자매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생

※지원대학별 상세기준은 각 학기별 선발 공지사항 참조
(Internationalcenter.inha.ac.kr 참조)

지원서 준비 방법
1) 지원서 입력 및 인쇄
- 포털(INS)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해외학점교류
※지원대학 입력 시 1지망 대학 입력은 필수, 2~5지망 대학 입력은 선택

2) 서명
- 소속 학과 승인(학과장 날인), 보호자 및 본인 서명
3) 지원서 제출
- 국제교류팀 제출(제출기한 준수 요망)
※지원서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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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프로그램

1)
2)
3)
4)

국제교류학생지원서 (포털에서 작성 후 출력)
교환학생 수학계획서 (포털에서 작성 후 출력)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학생 서약서 (지원서 출력 시 함께 인쇄됨)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접수마감일까지 어학성적표 미수령시 성적확인 화면 캡쳐본 제출
(추후 원본제출 필수)

5) 졸업연기원 (해당자만 제출, 지원서 출력 시 자동 인쇄됨)

서류전형 평가요소
1) 전학년 평점평균
- 신청학점 기준(F학점 포함) 평점
2) 공인어학성적
- 중국어권의 경우 별도 어학시험 실시
3) 수학계획서

수업료 및 장학금
장기프로그램 참가 국제교류학생은 해외대학 수학기간 동안에도 양교에
모두 등록하고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구분

본교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A)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형
교환학생(B)

본교
장학
금액

 1차 학기: 교환학생 장학금
차등지급(누적평점평균 기준)
 2차 학기: 학비보조장학금
일괄 지급

 1차 학기: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수업료 전액)
 2차 학기: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수업료 전액)

지급
대상

 아시아,유럽권 대학 파견학생
 일부 미주권 대학 파견학생

 미주권 대학 파견학생

※각 대학별 본교 장학금 지급유형은 홈페이지 모집안내 자료 참조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관련 사항은 학생지원팀 문의

예비합격자 파견 준비
1)
2)
3)
4)
5)
6)
7)
8)

해외대학 입학서류 준비 및 제출 (예비합격 후 별도 안내)
유학생비자 신청 및 취득 (입학허가서 수령 후)
항공권 구입 및 유학생보험 가입 (입학허가서 수령 후 구입 권장)
수강상담 (해외대학 수강예정과목 결정, 학과장 면담)
해외 숙소 신청 및 확인 (기숙사 또는 외부 숙소)
출국전 서류 제출 (수강상담표, 서약서, 체크리스트, 보험증권 사본)
해외 입국정보(항공정보) 제출 및 숙소 입주정보 확인
오리엔테이션 일정 확인 및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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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해외대학 학점인정 신청절차
1 해외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국제교류팀에서 수령

2 포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교류학점인정청원
입력 및 인쇄 > 본교 학점인정사항 작성(흑색볼펜)

3 학과장님 면담
(인정과목, 학점, 종별 최종결정 및 청원서 서명)

4 학점인정 청원서 및 성적표 원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
※ 학점인정청원서 및 성적표 원본 제출 후 성적표 반영까지 약 4주 소요

학점인정 기준
구분
교과목명

인정기준
 해외대학의 영문교과목명 그대로 기재
(약어도 그대로 표기)

종별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
(제2전공과목의 경우 해당전공의 별도 허가 후 인정)
 전공필수과목의 경우 소속학부(과)에서 심의하여 대체 인정
 대학교 교양필수(기초교양) 및 교직과목으로는 인정 불가

학점

 외국대학 취득학점 그대로 기재
(학점체계가 다를 경우 별도 기준에 따름)
 어학과정 이수 시 30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 가능
(소속학과의 심의결과 인정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성적

 외국대학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Pass 또는 D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Pass로 인정
※ 한국어 회화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최대
인정
학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졸업학점 132학점 이하: 학기당 최대 19학점
 졸업학점 135학점 이상: 학기당 최대 2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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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학점인정

학생모집 및 선발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온라인지원

지원서 제출 및
참가비 납부

합격자 선정 및
발표

※불합격자의 경우,참가비는 추후 일괄적으로 환불 처리 됩니다.
(포털(INS) > 학적 > 신상/주소 > 계좌번호 입력 필수)

지원 자격
본교 학부 재학생(졸업예정자, 대학원생, 휴학생 제외)
※본교 학부 학위과정 외국인학생 지원 가능(단, 본인 국적과 동일한 국가 소재 대학 프로
그램 지원 불가)

파견학생 선발방법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 선발
(기준: 총평점평균, 프로그램 기참가여부, 어학수준 등)

프로그램 참가비용
학교 지원 - 프로그램 참가비 일부 (수업료, 현장방문비용, 숙소비용 등)
학생 부담 - 프로그램 참가비 중 개인부담분 및 기타 경비(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 여권 및 비자신청비, 식비, 개인경비 등)

학점인정 방안
계절학기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 (P/F제도, 인정과목 및 학점은 프로그램
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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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역연구 프로그램

인하대학교 국제교류팀
INHA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Internationalcenter.
Inha.ac.kr

지원서 제출 및 상담
위치 학생회관 3층 313호
T 유럽권 (032-860-7033) 중국권 (032-860-7032)
미주권 (032-860-7031) 일본 및 아시아권 (032-860-7034)
E orir@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