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및 공대 주관 학생교환 프로그램 일정

본부 공과대학

대상

(지원시점기준)

학부 2학년 이상 (평점2.7 이상)

대학원 1학기 이상 (평점 3.3이상)
학부 2학년 이상 (평점 2.7 이상)

모집횟수 매학기 (년2회)

모집공지기간
- 유럽: 1월, 7월
- 아시아, 미주, 오세아니아 등 : 6월, 12월
※ 본부의 경우, 지역별로 따로 모집 함 

1월초, 7월초

원서마감
봄학기: 6월~7월 (모집별 상이)

가을학기: 12월~1월 (모집별 상이)
봄학기: 9월초

가을학기: 3월초

공지방법
1)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2)각 학부/과 공문 발송

1)공과대학 홈페이지
2)각 학부/과 공문 발송

3)학생 개인 이메일

신청방법
서울대포털 온라인

mySNU 로그인→학사정보→대외교류→국제교환학생

온라인제출 지원서,  서울대성적표, 외국어성적표 등

장학금/지원금

by SNU
본부 해외수학장학금 지원자 중에서 심사 

(소득별 장학금액 상이)

합격시 전원에게 지급
(국가별 지원금 상이)

※ 본부나 외부장학금 수혜 시, 공대 지
원금 없음 

심사
   1차 국제협력본부
   2차 해외교 (최종심사 및 합격통보)

   1차 공과대학
   2차 해외교 (최종심사 및 합격통보)

등록금납부 모교로 납부

학점인정 소속 학부(과) 승인 후 인정 가능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유럽 
국제협력본부 백문경 moonk@snu.ac.kr

- 아시아. 미주, 오세아니아 등 
국제협력본부 홍정제 hongjje@snu.c.kr

공대 대외협력실 김희선 
kavkr@snu.ac.kr

관련

홈페이지 
http://oia.snu.ac.kr/page/bo_notice.php https://eng.snu.ac.kr/notice



공과대학 국제교류프로그램 

(Global Leadership Program/GLP) 

- 지원대상: 공대 학부생

- 재원: 공대 발전기금

교환학생 계절학기 인턴

대상

(지원시점기준)

학부 2학년 이상 (평점 

2.7 이상)
학부 1학년 이상 학교별 상이

모집횟수 년2회

수시

(학교별 공지 및 

모집 기간 상이)

수시

(학교별 공지 및 

모집 기간 상이)

모집공지 1월초, 7월초
7월~9월

11월~익년 1월
수시

원서마감
봄학기: 9월초

가을학기: 3월초
학교별 상이 학교별 상이

공지방법
1)공과대학 홈페이지

2)각 학부/과 공문 발송
3)학생 개인 이메일

1)공과대학 홈페이지
2) 학생 개인이메일

1)공과대학 홈페이지
2) 학생 개인이메일

신청방법 마이스누포털
해외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해외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심사 및 합격공지
1차 공과대학
2차 해외교

해외교 해외교

장학금/지원금

 by 공대
생활비 지원

※국가별 지원금 상이
왕복항공료 보조

※국가별 상한액 있음
왕복항공료 보조

※국가별 상한액 있음

학점인정 소속 학부(과) 승인 후 인정 가능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대 대외협력실 
김희선 kavkr@snu.ac.kr

관련 홈페이지 https://eng.snu.ac.kr/notice



공과대학 주관 학생교환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 공과대학 주관 해외파견 장학 프로그램 (학부 교환학생)

2. 대상 : 학부 2학년 이상 (지원 시점 기준)

3. 모집횟수 : 매학기 (년2회)

4. 공지 및 지원기간

5. 공지방법 : 서울공대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 공지 및 학부생 이메일로 안내문 발송

             https://eng.snu.ac.kr/notice

6. 신청방법 : 서울대 포털 사이트 온라인 지원 (첨부파일 참조)

7. 온라인 제출자료

   ➀ 지원서 

   ➁ 성적표

   ➂ 외국어 성적표

8. 파견 기관 : 첨부파일 2 참조

9. 파견 기간 : 해당학교 정규 1개 학기

10. 지원금 : 1인당 200만원 ~ 400만원대 (지역별로 구분되어 지급/공과대학 지원금 사정에 따라 변동)

11. 기타

   1) 파견학기 등록금은 반드시 서울대로 납부하여야 함. (대신 파견대학 등록금은 면제)

   2) 파견대학에서 학기당 서울대 기준으로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3) 지원대학 정보(지원자격, 위치, 개강일시, 비자유무, 수강과목)는 직접 해당 학교 사이트를 참고하여 지원

하여야 함.

   4) 공과대학에서 선발 된 후, 취소할 시에는 향후 1년간 지원 불허

   5) 기존 공대주관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은 신청자체는 가능하나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음.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 인턴 또는 하계강좌로 선발 된 경우는 지원금 가능, 본부 지원금 또는 외부 장학

금 수혜자는 공대 지원금 신청에 제한 있음)

   6) 해당교 출석율 80%이하이거나, 이수 과목 중 F 취득자인 경우, 지원금 반납하여야 함

　 공지 지원
발표

1차 (by 서울대) 최종(by 해외교)

1학기(봄학기) 파견 전년 7월초 전년 
7월~9월초 전년 9월 말 학교별 상이

2학기(가을학기)파견 1월초 1월~3월초 3월 말 학교별 상이



12. 문의

 서울공대 대외협력실 김희선 (구내 8079, kavkr@snu.ac.kr)

 13. 교환학생 의무사항

  ➀ 본인 활동보고서 (모두 자유양식) 공대 홈페이지 업로드

    (해외프로그램 후기 참조 : http://eng.snu.ac.kr/abroad)

  ➁ 해외교환학생 버디 (필요 시)

14. 첨부파일

    1) 온라인 지원안내문

    2) 교환학생 파견교 리스트  

    3) 교환학생 규정(학점 이수 등) 



공과대학 주관 해외대학 계절학기 프로그램

 

1. 대상 : 학부 1학년 이상 (학교별 지원자격 상이)

3. 모집횟수 : 수시 (학교별로 모집횟수 상이)

4. 공지: 여름학기: 11월~1월,  겨울학기: 7월~9월 (해외교 일정에 따라 상이)

5. 공지방법 : 서울공대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 https://eng.snu.ac.kr/notice)

6. 신청방법 : 해외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학교별로 상이)

7. 지원금 : 왕복항공료 보조 (지역별로 차등 지급, 지역별로 상한액 있음)

8. 유의사항

   1) 해외대학 수업료는 학교별로 면제 또는 할인 가능

   2) 파견대학에서 학기당 서울대 기준으로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3) 지원대학 정보(지원자격, 위치, 개강일시, 비자유무, 수강과목)는 직접 해당 학교 사이트를 참고하여 지원

하여야 함.

   4) 공과대학에서 선발 된 후, 취소할 시에는 향후 1년간 지원 불허

   5) 기존 공대주관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은 신청자체는 가능하나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음.

     (계절학기 외 인턴 또는 교환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는 지원금 가능, 본부 지원금 또는 외부 장학금 수혜

자는 공대 지원금 신청에 제한 있음)

   6) 해당교 출석율 80%이하이거나, 이수 과목 중 F 취득자인 경우, 지원금 반납하여야 함

9. 문의

 서울공대 대외협력실 김희선 (구내 8079, kavkr@snu.ac.kr)

10. 교환학생 의무사항

  ➀ 본인 활동보고서 (모두 자유양식) 공대 홈페이지 업로드

    (해외프로그램 후기 참조 : http://eng.snu.ac.kr/abroad)

  ➁ 해외교환학생 버디 (필요 시)



공과대학 주관 해외대학 인턴 프로그램

 

 

1. 대상 : 지원 학교별로 자격조건 상이 

3. 모집횟수 : 상시

4. 공지: 상시 (해외교 요청에 따라 지원시기 및 선발인원 매년 변동)

5. 공지방법 : 서울공대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 https://eng.snu.ac.kr/notice)

6. 신청방법 : 해외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학교별로 상이)

7. 지원금 : 왕복항공료 보조 (지역별로 차등 지급, 지역별로 상한액 있음)

8. 유의사항

   1) 인턴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함

   2) 파견기관은 대학 실험실로 제한

   3) 지원대학의 정보(지원자격, 위치, 비자유무 등)는 직접 해당 학교 사이트를 참고하여 지원하여야 함.

   4) 기존 공대주관 해외 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은 신청자체는 가능하나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음.

     (인턴 프로그램 외 계절학기 또는 교환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는 지원금 수혜 가능, 본부 지원금 또는 외

부 장학금 수혜자는 공대 지원금 신청에 제한 있음)

   5) 해당교 출석율이 80%이하이거나 외국대학의 지적이 있을 시, 지원금 반납하여야 함

9. 문의

 서울공대 대외협력실 김희선 (구내 8079, kavkr@snu.ac.kr)

10. 교환학생 의무사항

  ➀ 본인 활동보고서 (모두 자유양식) 공대 홈페이지 업로드

    (해외프로그램 후기 참조 : http://eng.snu.ac.kr/abroad)

  ➁ 해외교환학생 버디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