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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ROGRAMS FOR EWHA STUDENT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국제처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5년 - 국제교육원 설립
•2007년 – 국제교육원에서 국제교류처로 개칭
•2018년 – 국제교류처에서 국제처로 개칭하고, 국제교류팀과 국제학생팀을 신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처 국제교류팀은 현재 81국 996개(다자간 협정 포함, 2018.10)의 
해외 대학, 연구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 및 교원 교류를 통해 본교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개의 국가로 1,000여명의 학생을 파견하며 교환, 방문, 
여름/겨울 해외학습, 어학연수, 해외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국제처 국제교류팀 업무  
•국제화 전략 추진

• 해외대학(기관)과의 협정 교류 및 의전 업무

• 본교생 해외 교환·방문학생(계절학기 과정 교육 포함) 파견

•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업무

• 국제교류 장학업무

• 외국 기관과의 학생 교류 및 국제 계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

• 기타 국제화에 관한 사항

본교생을 위한 프로그램 
• 교환학생 프로그램(Student Exchange Programs)

• 해외 계절학기·어학연수 프로그램(Short-term Study Abroad & Language Programs)

• 개별프로그램 학점이전

• 이화국제하계대학(Ewha International Co-ed Summer College)

• 이화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Ewha-HCAP)

국제처 국제교류팀 연락처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ECC B334

전화 02-3277-3158~9

팩스 02-364-8019

이메일 oia@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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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ROGRAMS FOR EWHA STUDENTS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외에도, 유럽, 아시아 지역 등 전 세계 대학에 파견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많은 협정대학들은 상위 랭킹의 세계적 명문 대학이며 

유럽이란 지역이 가진 특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지역 영어권 대학에 파견된 

교환학생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기회를 얻는 동시에, 영미권의 

타 대학에서 파견되어 온 교환학생들과 친구가 되어 1학기 또는 1년간 

제2외국어까지 학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도전하세요!

교환학생에 
도전하자

76



INTERNATIONAL PROGRAMS FOR EWHA STUDENTS

Student 
Exchange 
Programs

지원
온라인 지원서 제출 → 비영어권 필기 및 면접 전형
(영어권은 해당 없으며,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원본을 온라인 지원서 제출 시 업로드) 

선발 및 결정 배정 대상자 선발 및 결정 → 각 교환대학별 지원서류 작성 및 제출 → 입학허가서 수령 

파견 비자 신청 → 등록금 등 납부 → 파견대학 수학 

학점이전 본교 복귀 후 학점이전 절차 진행

I   교환학생 프로그램

1. 종류

일반교환학생 

학기별로 교환학생 지원 및 언어권별(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불어권, 독어권, 스페인어권) 선발 절차를 거쳐 본교

와 학생교환 협정을 맺은 협정교로 학생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학 기간은 1학기에서 최대 1년이며, 학생은 본

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상대교 등록금은 면제되며,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학기로 이전 가능하다.

특별교환학생 

파견생의 선발 및 절차는 일반 교환과 동일하나, 본교와 교환교 간의 특별 협정을 통해 교환교 등록금의 상당 부분이 

감면된다. 본교 장학금 수혜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납부한 본교 등록금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장학금 관련 내용은 III-2. 글로벌거점 장학금 부분 참고)

ISEP 교환학생 

ISEP(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은 해외대학 간 학생의 상호 학점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

국의 비영리기관이며, ISEP 회원교 간의 학생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0여 개국 약 300개 대학이 1SEP 회원교

로 등록되어 있다. 학생들은 ISEP이 배정하는 교환대학에서 수학하게 되며, 등록금을 포함한 기숙사비, 식비를 본교

로 납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ISEP 홈페이지 참조:  https://www.isepstudyabroad.org

2. 절차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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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공고 선발 ~ 배정 파견

5월 말 6월 초 ~ 7월 중순 다음해 봄학기

11월 말 12월 초 ~ 1월 중순 다음해 가을학기 

지원 자격

가. 본교에서 최소 1학기 이상을 이수했고 학점취득이 목표인 자(지원 시 휴학생도 가능)

나.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에서 최소 1학기 과정을 이수했고, 학점취득이 목표인 자 

      (연구나 자료수집이 목적인경우 지원 불가, 전공 학점 이전 가능 확인 필요)

다. 본교 재학기간의 학업성적이 총 평균평점 3.0/4.3 이상이며(대학원생 3.3/4.3 이상) ‘언어권별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라.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학사경고는 해당되지 않음)

마.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국제처 또는 파견 예정 대학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사. 기타 사항 :  - 편입생이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인정함

- 귀국 후 학점이전을 위해 최소 한 학기 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개인의 수료, 졸업 요건을 

    고려하여 학점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함

- 지원 가능 시기

 ·학부생 : 7학기(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까지 가능

 ·대학원생 : 3학기(교육대학원: 4학기)까지 가능

    ※ 학부생 7학기, 대학원생 3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시, 파견 전 한 학기를 휴학해야 함

언어권별 세부기준

•영어권 : TOEFL IBT 72 이상 / IELTS 6.0 이상

     공인어학성적증명서는 파견시점(봄학기 : 1월, 가을학기 : 7월 기준)으로부터 2년 이내로 유효해야 함

•일/중/불/독/스페인어권 : 국제처 시행 필기 및 면접 시험 (해당언어 수학능력 평가)

     지원하는 수학 언어의 공인어학성적증명서(HSK, JLPT 등) 제출 시 추가 가산점 부여

Online 지원서 제출

•유레카 접수

- 온라인 지원서 작성

- 지원 언어권별 수학계획서(본교양식) : 유레카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언어권 언어로 작성 후 업로드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 원본 스캔하여 유레카에 업로드

    * 지원 시 입력한 내용(이름, 이메일, 언어권 등)으로 교환교 통보 및 안내가 가게 되며, 추후 변경이 불가하니 

      정확하게 작성 요망

 ※ 지원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원본이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Test Taker’s Copy로 업로드할 수 있음

1   지원 

비영어권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파견 희망교 리스트 제출 → 1차 배정 → 확정 서약서 또는 

포기서 제출 → 1차 배정 탈락자 및 서약서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추가 배정 → 교환대학 결정 → 

교환대학 지원서 제출 → 교환대학 입학허가

필기 및 면접 전형

•필기시험 : 영어권은 TOEFL/IELTS로 대체, 기타 언어권은 국제교류팀 시행 필기시험 실시

•면접시험 : 영어권은 TOEFL/IELTS로 대체, 기타언어권은 각 언어권별 수학언어로 진행

교환대학 지원 가능자 발표

재학기간 중 평균 평점과 필기시험,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국제처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 공고

•영어권 : 평균평점 50%, 영어능력평가 성적 50% 비율로 점수 합산

   - TOEFL IBT Writing & Speaking 각 15%, Listening & Reading 각 10%

   - IELTS 성적의 경우 국제처 홈페이지의 [IELTS-TOEFL 성적변환기준표]를 참고

•기타언어권 : 평균평점 50%, 필기시험 25%, 면접 25% 비율로 점수 합산

지원 가능한 교환대학 결정

•교환대학 요구조건 / 파견기간 등을 숙지하여 최대 10개 대학까지의 희망교 결정

•지원자의 희망교 리스트를 바탕으로 선발 석차 순, 교환대학 배정, 지원교 결정

•배정 절차 중 지원교 확정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배정(면담)절차 진행해 지원교 결정

   ※ 교환대학과 파견기간은 지원교 결정 이후 또는 파견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함

교환대학 지원서류 제출

•각 교환대학별 지원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 지원서 작성 시 기재하는 영문명은 여권에 있는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 요망

•입학서류는 해당대학에 따라 다양하므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되, 

    기숙사 신청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출한 지원서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학생 본인이 사본 1부를 보관할 것

교환대학 입학 허가

•해당 교환대학 입학 허가 후 입학허가서 수령 (학생의 입학허가 여부는 교환대학에서 최종 결정함)

   ※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공식절차를 통해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될 수 없음

2   선발 및 확정 

    단, 선발 후 교환대학 지원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교환대학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TOEFL은 시험 후 약 4~8주(IELTS는 약 2주) 이후에 결과가 나오므로 교환학생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공인어학성적증명서는 지원서 접수기간에 제출된 성적이 반영됨

•언어권별 중복지원(예. 영어권과 일어권/ 불어권과 중국어권 등)을 할 경우, 언어권별로 각각 온라인 접수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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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학부생은 1학기 또는 1년, 대학원생은 1학기 파견함

•ISEP 및 특별교환 프로그램은 1학기만 파견함

•6월 선발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은 다음해 봄학기에 1학기 혹은 1년간 파견되며, 12월 선발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은 다음해 가을학기에 1학기 혹은 1년간 파견됨

•파견기간 중에는 본교에 정규등록 해야 하며, 휴학은 불가함

•귀국 후 학점이전을 위해 최소 한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함. 정규학기에만 파견이 가능하며 수료 상태에서는 파견 불가함. 

    개인의 수료, 졸업 요건을 고려하여 학점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함

    - 학부생 : 정규학기 내 8학기(건축학 : 10학기, 약대 : 12학기)까지 파견가능

    - 대학원생 : 4학기(교육대학원 : 5학기)까지 파견가능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이메일 주소가 다른 학생에게 공유될 수 있음

파견 전 준비사항

1. 여권과 비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부족한 경우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을 것. 교환대학의 지원서류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기재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각자 준비해야 함 ※귀국 후에도 6개월 이상 유효하도록 권장

•서류상 영문명, 생년월일이 동일한 지 확인 요망(여권 및 각종 증명서, 항공권 등)

•상대교로부터 입학허가서, 비자관련서류

    (미국 I-20/DS-2019, 일본 체류자격인정서, 중국 JW202)가 도착하면 수령해야 함 

•입학허가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국내 주재 해당국가 대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함

•해당 대학의 학사일정 및 기숙사 사정 등에 맞추어 항공권을 구입하고 출국함

2. 이수과목

•이수할 과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 전공의 전공주임교수와 수강 예정과목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도록 함

•교환학교에서의 수강과목은 전공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과목이나 부·복수전공 과목도 수강 가능 

    단, 필수 교양, 교직 또는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취득과 관련한 교과목 및 재수강은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없음

•전공, 부/복수전공 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할 경우에는 대체할 과목명까지도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충분히 상의

하여 출국 전에 결정해야 하며, 이와 같이 하지 않았을 경우의 학점이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학점 이전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유레카 Q&A를 통해 학적팀으로 문의)

※참조 : 학교홈페이지(www.ewha.ac.kr)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학점인정 → 국외교환대학

3. 등록금 납부 및 체재비 관련

•파견 기간 중에는 본교에 정규 등록해야 함(즉, 재학 상태여야 함. 휴학 또는 미등록 상태로 떠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될 뿐 아니라 교환학생 자격을 상실함)

•각 학기별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

    (1년 파견 시, 직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매 학기 본교 등록금 기간에 맞춰 납부할 것)

•수속에 수반되는 기타 경비, 항공료 및 유학기간 체제비 등은 학생 부담

3   파견

국제교류팀으로 성적표 도착하도록 미리 발송 요청 → 성적표 도착 → 보고서 및 평가 제출 → 학점이전 → 유레카 확인

귀국 전 준비사항

•학점 이전 시 수강한 과목의 시간표, 강의계획안, 시험 또는 과제물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할 것

•본인의 성적표(영문성적표만 인정)가 국제교류팀에 도착되도록 귀국 전 반드시 교환대학의 국제처 사무실

    (International Office) 또는 학적팀(Registrar’s Office)에 신청할 것

•국제교류팀에 도착한 성적표는 학점 이전 자료로 학적팀에 보관되며 학생에게 반환되지 않으니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성적표를 신청 바람

•성적표는 봉인된 상태의 공인된 영문성적표만 유효함

귀국 후 해야 할 일

•국제교류팀에서 학생에게 성적표 도착 안내 및 제출 보고서 양식을 메일로 알림

   ※ 만약 학생의 주소로 성적표가 도착했다면, 밀봉(sealed)된 상태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해야 함

•국제교류팀으로부터 안내 메일을 받은 후 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 제출

- 교환 기간의 활동에 관한 국문보고서

- 영문보고서

- 교환학교에 대한 온라인 평가

•채플 확인서류는 추후 교목실에 제출

4   학점이전 

4. 출국 전 유의사항

•이전 파견생 및 교환교 담당자를 통해 교환교에 대한 학사 및 숙소 등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

•지원서 작성 및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같은 지역 또는 대학으로 파견되는 학생들과 정보 공유

5. 교환학교 도착 후 

•교환교 도착 후 국제교류팀에 알릴 것

•교환기간 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교류팀에 알릴 것

•교환교에서 주최하는 Study Abroad Fair와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환교 학생들에게 본교를 홍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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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외 계절학기·어학연수 프로그램

해외대학의 계절학기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단기 방문 프로그램. 여름 계절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Summer Exchange Program), 해외연수(단기파견) 장학생 프로그램(Short-term Abroad&Language 

Program),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Faculty-led Study Abroad Program) 등이 있음.

1.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Faculty-led Study Abroad Program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솔 전공교수가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 지도, 인솔 등 총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각 전공별로 다양한 팀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으며 참가학생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2. 여름 계절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Summer Exchange Program

•지원자격

- 본교에서 최소 1학기 이상을 이수했고 학점취득이 목표인 자

- 직전학기 휴학생도 지원 가능(최대 학점이전가능 학점 상이함. 휴학생 : 3학점/ 재학생 : 6학점)

- 방학 중 해외연수(교수인솔), 이화글로벌프론티어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 불가

- 총 평균평점 3.0/4.3 이상이며 직전학기의 성적이 2.0 이상을 만족하는 자

- 교환교에서 요구되는 성적기준과 공인영어성적 점수 요건을 만족하는 자

•비용

- 등록금은 본교 계절학기 비용 납부(학점에 따라 다름), 교환대학 학비는 면제되며 기타비용은 교환대학에 직접 납부

- 기타비용 : 프로그램(행정비, 기숙사비, 기타 활동비)비용은 학교에 따라 다름. 항공료 및 개인 생활비(식비, 교통비 등)

3. 해외연수(단기파견) 장학생 프로그램  Short –Term Study Abroad & Language Programs

•프로그램 종류

- 계절학기   

- 어학연수

•공통 지원 자격 및 선발 절차

- 학점이전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최소 1학기 이상을 이수했고 학점취득이 목표인 자

- 장학금 지급학기 본교 학부 정규등록 예정자(추가학기, 학점등록생 제외)

- 직전학기 휴학생도 지원 가능(최대 학점이전가능 학점 상이함. 휴학생: 3학점/재학생: 6학점)

- 직전학기의 성적이 2.0 이상을 만족하는 자

- 교환교에서 요구되는 성적기준과 공인영어성적 점수 요건을 만족하는 자

•비용 및 유의사항

- 등록금 및 기타비용 모두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며, 교환대학에 직접 납부

- 프로그램 종료 후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학기 정규등록 및 학점이전이 필수임. 학점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수업을 Fail하는 경우 포함) 해외연수(단기파견)장학금 수혜자 명단에서 제외됨

   ※ 장학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III. 장학금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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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장학금

1. 해외연수(복지) 장학금

•대상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본교생 학부생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내역 : 소득분위, 파견지역에 따라 장학금액 차등 지급함

•지원시기 : 2월(봄학기 파견자 대상) & 8월(가을학기 파견자 대상)

•지급시기 : 3월 말(봄학기 파견자 대상) & 9월 말(가을학기 파견자 대상) 

•지원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본교양식)  

- 보호자의 최근 1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모 각 1부)

- 보호자의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인적사항 포함)

- 세부지원 항목에 따른 추가 지원 서류 

2. 글로벌 거점 장학금

•대상 : 특별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본교생 중 장학금 수혜 조건에 부합하는 자

•내역 : 본교 등록금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 본교와의 협정에 의해 교환교 학비 일부를 감면

3. 해외연수(단기파견) 장학금

•대상 : 계절학기 해외연수(단기파견) 장학생 중 장학금 수혜 조건에 부합하는 자 

•내역 : 1인당 2,000,000원(※변동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장학금 그룹 1 : 해외연수(교수인솔),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 장학금 그룹 2 : 해외연수(스크랜튼/뇌인지, 복지, 단기파견) 글로벌거점, 해외학기(PAGUS, ARS), 최우수입학(수시)

   ※ 그룹별 장학금은 재학 중 다른 기간에 각 1회만 수혜 가능하며, 동일한 그룹 내의 장학금은 중복 수혜 불가

IV   개별 방문학생, 개별 여름 겨울 계절학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해외 대학에 개별적으로 지원한 후 유학 시작 전 공지된 접수기간 내에 학점 이전 서류를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하면 

본교로 학점이전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

개별 방문학생 학점이전
개별 여름·겨울 해외학습 
프로그램 학점이전

개별 어학연수 프로그램 학점이전

개요

정규학기에 해외대학(4년제 
정규대학)에서 방문학생으로 
등록하고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정규 
교과목을 이수한 이후 학점이전 신청

여름·겨울 방학에 해외대학(4년제
정규대학)에서 방문학생으로 등록
하여 일반 정규 교과목을 이수한 이후 
학점이전 신청

여름·겨울 방학 및 정규학기에 외국
대학(4년제 정규대학)에서 어학연수
교과목(70시간 이상)을 이수한 이후
학점이전 신청

신청자격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귀국 후 한 학기 이상 본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자 
•휴학생도 가능 
•해당학기 졸업예정자는 제외

신청기간
여름방학 또는 2학기 수학 프로그램 : 7월 초 ~ 8월 초 
겨울방학 또는 1학기 수학 프로그램 : 1월 초 ~ 2월 초

신청절차

정규 외국대학(학사학위 이상 수여 대학)에 개별적으로 지원 → 외국대학의 입학허가서 수령 → 비자 신청 및 취득 → 본교 
유레카의 개별프로그램(개별 방문학생 프로그램, 여름·겨울 해외학습프로그램, 개별 어학연수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한 지원서를 출력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 → 출국
※비자취득이 유레카 신청기한보다 늦어질 시 국제교류팀에 미리 문의
•수학 완료 후 성적표를 국제교류팀으로 발송 요청, 귀국 후 즉시 학점이전 절차를 위해 국제교류팀 방문

구비서류
•지원서 및 수강예정교과목(온라인 출력)  
•외국대학 입학 증빙 서류

학점인정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이전가능
재학생은 최대 6학점, 휴학생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재학 중 최대 교양 3학점까지 인정

유의사항

•반드시 사전에 담당 전공주임교수님과 전공 인정 여부에 관해 논의할 것
•4년제 교환 및 비교환 대학 모두 방문학생으로 유학이 가능하나 참가 
    프로그램의 학점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교류팀으로 사전 문의
•외국대학에의 지원 및 입학허가 취득 등 모든 과정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진행

•외국 대학에의 지원 및 입학허가 
    취득 등 모든 과정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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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화국제하계대학 

해외대학생을 대상으로 1971년부터 국내 최초로 진행해 온 국제 여름 프로그램으로 본교에서 교과목 수강을 통한 학점 이

수 및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2009년부터는 Session I 에 한해 본교생의 수강도 가능하게 되어 본교 학생들은 본교 계절학

기 등록금만으로 전 세계 해외명문대학생들과 한 달간 국제 경쟁력 및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다. 전 과정 모두 영어로 진

행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수 강사진과 본교 교수진들의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특히 하계

대학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영어교과목’ 이수로 인정받는다.

•본교ㆍ해외 대학 교수로 이루어진 최고의 교수진

•해외 명문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수강

•여름계절학기로 등록하여 재학생은 총6학점, 휴학생은 총3학점까지 신청 가능

1. 이화국제하계대학 일정 및 세부사항

•기간 : Session I 은 본교 여름 계절학기 일정과 동일   

•수강료 : 본교생은 본교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2. 교과목 리스트

•Advertising & Society : Controversial Issues in Advertising •Business Modelling and Global Orga-

nization •C++ Programming •Comparative Politics •Contemporary Korean and Korean Amer-

ican Fiction •Corporate Finance •Financial Management •Gender Relations in Korea •Global 

Economic Issues •History of Korean Tradition and Folk Culture •International Trad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n Film & Media Studies •Macroeconomics •Microeconomics 

•Modern History of Korea •North Korean Society and Culture •Principles of Accounting Informa-

tion •Quantum Nanoscience •Women’s History of Korea 등 영어강의 다수

3. 수강신청방법

•본교 여름 계절학기 교과목 신청 기간(5월 말) 동안 유레카로 신청

4. 수강료 납부방법

•본교 여름 계절학기 납부 방법과 동일

5. 연락처

•이메일 : gosummer@ewha.ac.kr   •홈페이지 : http://summer.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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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화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Ewha-HCAP)

1. 이화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개요

•하버드대학교와 아시아 파트너 대학교 학생간의 학술 및 문화교류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의 아시아 

전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컨퍼런스로, 각 아시아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을 하버드대학교로 초청하는 1차 컨퍼런스와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아시아 대학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2차 컨퍼런스로 진행된다.

•본교는 2007년 이래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HCAP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본교에서 진행하는 서울 컨퍼런스는 

수준 높은 학술 강연과 특색 있는 문화 체험 활동으로 매년 하버드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컨퍼런스로 손꼽힌다.

2. 이화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구성

보스턴 컨퍼런스 서울 컨퍼런스

일정 1월 중 3월 중

장소 미국 하버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참여인원
본교 보스턴 컨퍼런스 학생단 약 10명, 
하버드 및 파트너 대학 학생단 총 150여명

본교 보스턴/서울 컨퍼런스 학생단 약 20명, 
하버드 학생단 약 15명, 총 35여명

비용
왕복 항공비 자비 부담, 숙식 및 기타 비용 
하버드대학교 부담 컨퍼런스 관련 비용 본교 부담

기타 HCAP 종료 후 참가 수료증 수여, 컨퍼런스 기간 전 일정 참가 필수

3. 이화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학생단 주요 활동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가. 보스턴 컨퍼런스 학생단                                                       나. 서울 컨퍼런스 학생단

일정 활동 내용 일정 활동 내용

11월~1월 보스턴 컨퍼런스 준비(케이스 스터디,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 11월~3월 서울 컨퍼런스 기획

11월~3월 서울 컨퍼런스 기획 3월 서울 컨퍼런스 진행

1월 보스턴 컨퍼런스 참여 및 보고서 작성 4월 서울 컨퍼런스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월 서울 컨퍼런스 진행

4월 서울 컨퍼런스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문의

•이메일 : oia@ewha.ac.kr    

•전화 : 02-3277-3158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Ewha-HCAP)

20 21



INTERNATIONAL PROGRAMS FOR EWHA STUDENTS

본교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타 교내 프로그램(해외 관련)들을 안내합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담당부서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참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직접 탐사 주제와 계획을 수립하고, 약 
2주간에 걸쳐 해외에 위치한 국제기구·공공기관·글로벌기업· 
대학교 등을 방문하며 탐사를 진행하는 단기 해외 교육 프로그램
(하계, 동계 방학 중 진행)

학생처 학생지원팀

해외봉사단

매 학기 방학마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봉사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스스로 기획 및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워크를 경험하고 해외 입양아 
교육봉사, 저개발국가의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교육봉사, 의료봉사 
영역에서의 활동 통해 넓은 시야와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

학생처 사회봉사팀

각 기관(대학(원)) 자체 파견 
프로그램

대학(원)에서 자체 기관 협정을 통해 해외로 소속대학 학생들을 
선발·파견하는 프로그램
(예: 인문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등)

소속 행정실 문의

글로벌 인턴십
해외에서 학기/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참여하며, 인턴십 종료 후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

인재개발원(교양학점)

·소속학과(전공학점)

※ 부록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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