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환학생 모집:
2017학년 가을학기 / 2018학년 봄학기
1. 지원 가능 학교 및 선발 인원:
국가

미국

대학

학교별 충족요건

인원

교환기간

1명/
1학기

2017년 가을학기
or
2018년 봄학기

2명/
1년

2018년 봄학기

Certificate of Japanese
language ability
(다음 중 하나 제출)
- Official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examination result
- A letter from a Japanese
language instructor

2명/
1년

2018년 봄학기

- GPA 3.0/4.0 이상
- JLPT N2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어능력을
증명할 자료

1명/
1년

2018년 봄학기

Self-evaluation

2명

2018년 봄학기

Kentucky

- TOEFL 550/ CBT 213/
IBT 79 이상
or IELTS 6.5 이상

Fukuoka

- GPA 3.0/4.0 이상

Women’s

- TOEFL 500 or TOEIC 600

University of

University WJC
Program*

or IELTS 5.0
- 일본어 수업 수강시: JLPT
N2 이상 (영어 수업 수강시
해당 없음)

Nara
Women's
일본

University

Kagawa
Nutrition
University
Program
Wayo
Women’s
University

* 후쿠오카 여자대학교의 WJC Program은 장학금, 항공료 및 기숙사가 제공되는 교
환학생과정으로, 영어 강의만 들을 수도 있고, 일본어 강의도 같이 들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2. 지원 자격: 3학기 이상을 마치고, GPA 3.0 이상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
학 재학 대학원생
3. 파견 조건: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은 우리 대학에 등록하고 파견대학에
서의 학비는 면제받음. 그 외의 발생비용(체재비, 항공료 등)은 학생이 부담함.
4. 제출서류:
1) 2017~2018학년도 해외대학 교환학생 후보자 지원서 1부 (각 과사무실에 비치)
2) 국문 성적증명서 1부
3) 국문 수학계획서 1부 (A4 2매, 자유서식)
4) TOEFL / IELTS / TOEIC 성적표 (발급일이 2년 이내)
5. 지원서 제출 기한 및 장소: 2017년 3월 17일(금)까지, 각 과사무실에 제출
1) 생활과학대 내에서 선발된 후(3월 24일까지 개별통보) 각 대학에서 요구하
는 지원 서류를 추후 별도로 준비하여야 함.
2)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지원 서류는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생활대 대외
협력실의 지도하에 준비함.
6. 유의사항:
- 우리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해외 자매대학의 거부로 파견이 취소
될 수 있음 (각 학교의 Language Requirement 등을 확인할 것).
- 교환학생이 현지에서 취득한 과목과 성적은 소속 학과에서 판단하여 인정함.
- 2018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은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2017학년도 1학기 말
에 추가 모집할 예정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대외협력실
snuche@snu.ac.kr
대외협력실장 나종연 (02-880-9236)
조교 조은선 (eunsuncho@snu.ac.kr)

< 참고 >
1. University of Kentucky Application Process:
http://www.uky.edu/international/Incoming_Exchange_Students

2. Fukuoka Women’s University Program Application Process:
http://www.fwu.ac.jp/english/international/data/01_General%20Information_WJC_Fall%202017%
20-%20Spring%202018.pdf

The World of Japanese Contemporary Culture Program (WJC)
1. Amount of scholarship (limited number of students)
80,000 JPY per month
2. Duration of scholarship
Either 1 year (September, 2017 - August, 2018) or
1 semester (September, 2017 -February, 2018 OR April, 2018- August 2018)
3. Reimbursement of Air fare (round-trip)
Up to 100,000 JPY
4. Accommodation fees at student dormitory
Waived (The utility fee of 9,900JPY is not waived.)
5. Tuition fees
Waived according to the student exchange agreement or memorandum

3. Nara Women’s University Program Application Process:
http://www.nara-wu.ac.jp/iec/int/en/study/foreign_exchange/index.html

4. Kagawa Nutrition University Program Application Process: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 참조
5. Wayo Women’s University Program Application Process:
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