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자료

Student Exchange Program

<Outgoing, Spring 2022>

KAIST 경영대학 대외협력실



2022 봄학기 파견 중요 공지

여러분!

2022년도 봄학기는 원안대로 파견 교환학생 선발을 진행합니다.

1. 다만, 본교와 파트너 학교 그리고 국내외 상황에 의거하여 내부 선발

이 확정이 되어도 출입국에 대한 제한 혹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취소 등

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COVID-19 상황이 지속되고 확산될 경우 이후 교환학생 파견에 제

한이 생길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이 점 인지하시어 지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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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프로그램 소개



❖ 협정을 맺은 파트너학교
와 한 학기씩 학생 교환

Student Exchange

❖ 파트너학교에서 수강
한 과목 학점 인정

Earn Credits

❖ 매년 2회 선발(봄, 가을)
❖ 실제 파견 나가는 학기의

직전 학기에 선발완료

Selection

Student Exchange Program

❖ 등록금은 본교(KAIST) 납부
❖ 생활비, 항공료 등 본인부담

Tuition Fee

University of St. Gallen, Switzerland

주의사항 전공별 구분

입학 첫 학기 및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는 파견 불가

★ TMBA, ME(MS), IMMS, DFMBA: 2, 3학기 파견 가능
★ PMBA: 3, 4, 5학기 파견 가능

학기 교환학생 불가
대상 전공

★ FMBA, MFE: 자체 해외연수(1학기) 실시
★ IMMBA: 재학 기간 1년
★ GBP: 여름학기만 가능
★ PhD: 해당사항 없음



❖ 기본 협정인 General 
MOU부터 시작

❖ 구체적인 Agreement 
서명 후 학생 교류

Partnership
❖ 80+ partners in 

agreement
❖ 40+ partners in 

exchange

Partners
Incoming ↔ Outgoing

Balance

Student Exchange Program History
sinc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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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dine University, USAPepperdine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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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chools



KCB Partner Schools

❖2022 봄학기 지원가능 학교: 22개국 40학교

❖Student Slot T/O: 학교별로 1-2명씩 가능

America
(3)

Europe
(23) Asia

(14)



❖미주

- 경영대학 간 협정으로 진행되어, 미국 MBA 학생들의 선호도 저하로 협정이 어려움

- 학생 교환 인원 불균형으로 교류 정지된 학교 多

America
(3)

• USA: Pepperdine University

Temple University

•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 참고: France SKEMA Business School 6개 캠퍼스 중

미국 Raleigh Campus가 포함되어 있으나 소정의

추가요금 발생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Temple University, USA

KCB Partner Schools



Asia
(14)

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Taiwan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 China: Peking Universit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India: Indian School of Business
• Indonesia: Prasetiya Mulya Business School
• Philippines: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 Taiw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National Taiwan University

• Thailand: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Chulalongkorn University(Sasin)

❖아시아

- 중국 본토, 홍콩 및 대만 등 다양한 선택권 有

- 인도/인도네시아/태국 물가 저렴

KCB Partner Schools



Europe
(23)

• Belgium: Louvain School of Management
• Denmark: Copenhagen Business School
• Finland: Aalto University
• France: ESCP Business School,

Institut Mines-Telecom Business School,
Montpellier Business School, 
SKEMA Business School,
Toulouse Business School

• Germany: EBS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Cologne, 
University of Mannheim

• Italy: Bocconi University

❖유럽

- student slots(자리) 여유!

- 우수한 후보군 학교 有

• Netherlands: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Maastricht University

• Norway: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 Poland: SGH Warsaw School of Economics
• Russia: Saint-Petersburg University
• Spain: IE Business School
• Sweden: Stockholm University
• Switzerland: University of Lausanne, 

University of Saint Gallen
• United Kingdom: Warwick University

KCB Partner Schools



Partner Schools Info Booklet (별도 PDF)

Student Slots: 각학교에해당학기에파견할수있는학생수

Fact Sheet: 파트너학교에서 작성한
“교환학생을 위한 학교 소개 자료”

미국식 학사년도(가을~봄)로 표기하
여 2021-2022가최신

Nomination(정식 추천): 파트너학교에 파
견 보낼 학생을 선발했다고 통지
Application: 지원자가 직접 파트너학교
에 서류 제출

English Requirements:

학교별로 요구하는 자격
및 영어성적 다르므로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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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선발 개요



귀국 후 학점인정

성적증명서 수령 KAIST 포탈: 학점인정 신청 교환학기 후기 제출

교환학기 (수강/생활)

출국 준비

KAIST 포탈: 미휴학파견 신청 대사관: 비자 신청 항공권, 여행보험 등 구입

파트너 학교 등록

입학허가서 수령 파트너학교 포탈가입(학번 부여) 수강 신청, 기숙사 신청 등

파트너 학교 지원 및 승인

Nomination(추천) 접수: 대외협력실 Application 접수: 지원자, 기한일 엄수

KAIST 내부 선발

교환학생 안내문 발송 서류 접수 9/10(금)까지, 기한일 엄수 영어 인터뷰 실시: 9/13(월) –9/15(수)

Selection Process



Good GPA Score (최소 3.0 이상)

English Proficiency: OPI Level 6 이상*

Positive attitude in class and group work

Willingness to fulfill duty as KAIST ambassador

주의: 첫 학기 및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 파견 불가

1

2

3

4

5

Selection Process: 지원 자격

* OPI 아직 안 보신 분은 다음 페이지 참고해주세요!



OPI (Oral Proficiency Interview)

년 4회

• 외국인 교수님과 영어 인터뷰를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 15~20분간 1:1로 영어 대화 후 등급 확인

OPI

New Student OPI (Spring, Fall 학기초)
Update OPI (Spring, Fall 학기말)

1

Low

2

Mid

3

High

4

Low

5

Mid

6

High

7

Low

8

Mid

9

High

10

S

Novice (초급) Intermediate (중급) Advanced (고급) Superior

* TMBA: 졸업이수요건인 BUS 교과목 2개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
→ 교환학생 참가하여 9학점이상 인정받는 경우 면제

정기 OPI(년 4회) 기간을 놓
친 분들은 개별 신청 가능: 
죠듀베리 교수님께 메일









Selction Process: English Interview (9/13-15)

서류 접수 완료 후 개별 연락

총 15~20분 진행: 교환학기 동안 영어로 수강/의사소통 가능한지 테스트

대면/비대면 진행 여부는 추후 안내

영어인터뷰 완료 후 당일 1~2일 이내로 합격여부 통지



교환학생 내부 선발 이후 Process
Nomination

•KAIST 교환학생 담당자가 파

트너 학교에 공식 추천서 발송

Partner School 

Application 안내

•파트너 학교 담당자가 합격자

에게 안내 Email 발송

Partner School 

Application 제출

•파트너 학교의 요구 양식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서류 접수

완료

Admission Letter

•파트너 학교 담당자가 지원

접수 후 입학허가서 발송

교환 학교 Registration

•합격자 본인이 교환 예정 학

교 PORTAL 가입(수강신청, 

기숙사 신청 등)

VISA Application

•파견 국가 대사관에 비자 신청(입학

허가서 필수)

•지원자가 직접 대사관 혹은 Agency

를 통해 사전 연락하여 인터뷰 일정

예약 및 필요 서류 문의

미휴학 신청

•KAIST PORTAL – 학사시스템

•학생 본인이 온라인 신청하며 출국 1달

이전까지 승인 완료되어야 함

•기본 안내는 대외협력실 및 교학팀에서

진행함

출국 준비

•개별적으로 항공권, 보험 등

준비



Applicant Responsibility

At

KAIST

학점인정을위한
행정절차

<출국전>

미휴학파견신청
(Portal)

- 입학허가서첨부
- 출국 4주전까지완료

<귀국후>

학점인정신청
(Portal)

- 실라버스첨부
- 성적증명서수령 직후

At

Partner School

교환학생으로정식등록
되기위한절차

Application within

deadline

Submit all necessary 

documents

Sign up to Portal

Sign up for course 

registration

Sign up for housing

Before

Departure

출국준비

비자 신청
(대사관에 직접연락, 

인터뷰필요시 인터뷰
예약)

항공권 예매

여행자보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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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기 학점 인정



• 전공필수는 KAIST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 교환학기에 들은 수업은 모두 “선택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선택과목

• 어학과목/연구 및 세미나 과목은 학점 인정 불가

• 학부수업 인정 불가
일반 교과목

• 파트너 학교 수강 가능 과목은 “MBA”가 아닌 일반 석사 과

목이며 주로 Master in Management, Business, Finance, 

Marketing 등의 수업임

Master’s in 

Management

Full-time: 최대 18학점까지
Part-time: 최대 9학점까지

공통: 최소 6학점

1학기 학점 인정

Contact Hours

1학점 = 16시간

Credit Transfer(학점인정)



★ 유럽권 (ECTS 학점제)

Credit Transfer(학점인정)



가. 실제 수강 시간을 계산하여 학점 인정: 16시간 = 1학점

나. 학점 인정 예시
1) 일주일에 1시간짜리 수업을 15주간 들었다면,

총 15시간이므로, 1학점 인정 불가
2) 1학기 동안 총 25시간 수업을 들었다면, 25/16=1.5625 으로 계산하며

1.5학점 인정!

다. 수강한 과목의 syllabus(총 수업시간 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꼭 챙겨오세요!

라. 다녀온 직후 KAIST에서의 학기는 우선적으로 수강신청을 충분히(넉넉히!!!)
하셔야 졸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 비유럽권

Credit Transfer(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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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ies (문의)

홈페이지: http://www.business.kaist.ac.kr/programs/020602

담당자: 대외협력실 이지은

- 사무실: KAIST 경영대학 SUPEX 450호

- Tel: 02-958-3244

- Email: jelee@kaist.ac.kr

http://www.business.kaist.ac.kr/programs/02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