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외국인 교환학생
온라인 버디(Online-Buddy) 선발 안내
1

□ 목적
m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존의 버디를 ‘온라인 버디’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
m 해외 자매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과 우리 대학 학생들을 1:2 버디로 배정하여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수강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도록 함

□ 선발개요

(

※

붙 임1, 2 참 고 )

m 지원자격: 우리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포함)
- 주 2회 이상 SNS를 통해 학사 및 생활관련 변동사항 안내가 가능한 학생
-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가 및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학생
- 외국인 교환학생의 국적 관련 언어 자격증 소지자로 외국어 소통에 큰 무리가 없는 학생
m 선발인원: 30명 내외(합격발표 후 포기자 발생 시, 차점자 선발)

※ 붙임2 외국인 교환학생 입국여부 확인 후 지원 권장

m 선발방법: 지원동기 30%, 학교성적 30%, 공인어학성적 40%

※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파일 제출 시에만 점수 반영(필수 제출)
※ 모의토익성적 증명서: 점수의 80% 반영

m 지원기간: 2020. 9. 29.(화) 10:00 ~ 10. 6.(화) 16:00
m 지원방법: 개신누리시스템 [국제교류-버디신청]
m 합격발표: 2020. 10. 8.(목) 16:00 이후 개별 문자 알림

□ 활동일정

(

※

붙 임1 참 고)

m 활동기간: 2020. 10. 12.(월) ~ 12. 4.(금) <8주간>
m 봉사활동일지 제출: (1차) 2020. 11. 9.(월) 10:00 ~ 11. 13.(금) 16:00 <4주 활동내역>
(2차) 2020. 12. 7.(월) 10:00 ~ 12. 18.(금) 16:00 <4주 활동내역>

□ 주요 활동 내용
m 개신누리시스템 개인정보 업데이트, 각종 증명서 출력, 성적 확인 등 주요 메뉴 사용법 안내
m eCampus 활용법 안내 및 강의 수강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 확인

□ 버디 배정 방법
m [외국인 교환학생:선발자=1:2]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학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m 유사 학과 및 동일 언어권 학생과 우선 배정할 예정이나 언어권 불균형 등 상황에
따라 선발자의 소속 학과 및 구사 가능 언어권과 다른 학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지원자․합격자 안내사항 및 외국인 교환학생 국적별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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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붙임 1

지원자 및 합격자 안내사항

□ 지원자 유의사항
m 붙임2의 외국인 교환학생 국적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 선발자 안내 후, 포기자 발생 시 차점자 자동선발 또는 추가 선발 예정입니다.

□ 합격자 안내사항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학위․교환학생-Exchange Program-Incoming Programs-Notice]
m 버디 배정표: 2020. 10. 12.(월)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확인
m 봉사활동일지 제출
- 서식: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Incoming Programs - Notice 확인]
- 제출방법: 개신누리시스템-봉사활동일지 파일 업로드
- 작성방법: 4주간의 활동내역을 작성하여 다음의 제출기간에 총 2회 제출
(1차) 2020. 11. 9.(월) 10:00 ~ 11. 13.(금) 16:00 <4주 활동내역>
(2차) 2020. 12. 7.(월) 10:00 ~ 12. 18.(금) 16:00 <4주 활동내역>
m 봉사활동일지 제출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 중 불성실한 버디 활동이
확인 될 경우 버디 선발이 취소되며 추후 버디 선발 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m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봉사활동일지 제출자에 한하여 최대 30시간 인정
- 수령방법: 스캔파일 이메일 송부 및 원본 요청자에 한하여 행정실 수령
- 발급일자: 2020. 12. 22.(화) ~ 12. 23.(수)
m 선발자 혜택: 학내 생활협동조합 매장 이용 쿠폰

붙임 2

외국인 교환학생 국적별 현황

국가

원소속대학

가능언어

입국여부

인원(명)

독일

베를린보이트기술대학, 힐데스하임대학

영어·독일어

입국

4

대만

중국문화대학

중국어·영어

입국

1

러시아

모스크바국립언어대학, 북동연방대학

러시아어·영어

입국(2)
미입국(2)

4

중국

하북공정대학

중국어·영어

미입국

4

캄보디아

바탐방대학

한국어 초급

입국

1

프랑스

리옹2대학, 보르도몽테뉴대학

프랑스어·영어

입국

4

6개국

9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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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