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ideline for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Program 

Sangmyung University (Seoul Campu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대외협력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대학본부 1층 114호 대외협력처 (03016)
-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9:00 ~ 17:30

웹사이트
www.smu.ac.kr

학사일정
2018 가을학기 : 9월 1일 – 12월 21일 2019 봄학기 : 3월 2일 – 6월 중순

교환학생 지원 마감일
2018 가을학기 지원 : 2018년 5월 25일까지  2019 봄학기 지원 : 2018년 11월 23일까지

지원서류
Check List 파일 및 기타 지원서류 참조

절차
1. 모든 교환학생 지원 서류를 우편으로 마감일전까지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교환학생지원이 마감되고 선발이 완료되면 귀교 사무실로 표준입학허가서와 그 외 비자취득에 필요
  한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봄학기 지원일 경우는 12월 말, 가을학기 지원일 경우 6월 말정도에 
  보내드립니다.  
3. 비자서류를 받으시면 학생들에게 가까운 한국 대사관에 가서 교환학생 비자(D-2-6)를 취득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들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 Travel Details를 작성하여 이메일(최소 한달 전)로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 공항 픽업은 특정한 날 하루만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그 
  날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5. 모든 학생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드립니다. 

보험가입
- 모든 외국인학생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국에서 보험을 들어온 학생의 경우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에는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에 저희 사무실에서 단체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금액은 약 110,000원정도입
  니다. 학생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를 받고 돈을 지불합니다. 후에 진단서 및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병원비를 일정부분 돌려줍니다. 

기숙사관련 안내
- 기숙사 비용(한 학기기준)  / 변동가능 
 - 1인실 1,058,400원 
 - 2인실 661,500원
 - 3인실 529,200원
 - 4인실 476,700원 
 - 5인실 441,000원 
 - 6인실 396,900원  
※ 보증금 300,000원  

※ 전기/수도/가스비/무선인터넷 별도 청구
※ 본교 기숙사가 부족할 경우 양교간 교환했던 학생 수를 근거로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

  니다.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할 경우 학교와 협정이 체결된 학교근처 숙소를 알선해줄 예정입니다. 

- 기숙사 시설 : 2층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냉장고, 식탁, 신발장, 샤워실, 화장실, 공동세탁실
                (이불 및 베개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주소(학생생활관 행정실) :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20-6 (우110-020) 전화) +82-2-396-0852



수업관련 정보
- 모든 학생은 원하는 학점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7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국 대학에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업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에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수업을 선택해
  야 합니다. (교환학생을 선발하실 때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학생이 파견될 경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면 학생들의 성적표를 귀교 사무실로 보내드립니다. 
-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한국어강좌가 있습니다. 이 수업을 학점은 제공되지 않으며 학생
  들에게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벨테스트를 통해 분반을 결정하며 학생
  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언어문화교육원 
- 상명대학교는 부설기관으로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국적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
  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부수업 이외에 국제언어문화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교환학생들에게는 할인혜택(비용 30%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대외협력처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제언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 : http://cklc.smu.ac.kr/

담당자 연락처
상명대학교 대외협력팀 오예림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대학본부 1층 114호 대외협력팀 
이메일 : id4508@smu.ac.kr 
전화번호 : +82-2-2287-5196 
팩스 : +82-2-2287-0017 

http://cklc.smu.ac.kr/
mailto:id4508@smu.ac.kr


Office Address
#114 Administration Building,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Korea (03016) 

* Office Hours : Monday – Friday 9am – 5:30pm 
Website

www.smu.ac.kr
Academic Calendar

2018 Fall Semester : Sep. 1 – Dec.21 2019 Spring Semester : Mar. 2 – Jun.
Application Deadline for Exchange Program 

May 25 for 2018 Fall Semester  Nov. 23 for 2019 Spring Semester
Application Requirements

Please check the attached file : Check List, Application Form etc.
Procedure

1. Please send all of the required application documents by the deadline to our office. 
  (All requirements should be submitted via express airmail.) 
2. We will send you Admission Letter and other visa documents to your office in June(for 
  fall semester) or December(for spring semester).   
3. Please ask your students to get an appropriate visa(exchange student visa[D-2-6]) with 
  the documents at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4. After purchasing a flight ticket, send us by e-mail “Travel Details(flight information)” to 
  pick your students up.  * We will inform you of the arrival date for a pick-up service. 
  We only provide a pick-up service on that day(3pm or 7pm). Please tell your students to 
  buy  a flight ticket after we let you know the exact date.
5. All exchange students should attend the orientation. 

Health Insurance
- All exchange students should buy a Health Insurance during studying in Korea. If 
  students have bought the insurance in their own country, please submit the copy of the 
  insurance. The insurance should cover the period of staying in Korea. Your students 
  can buy it after their arrival in Korea, it costs about 110,000won. 

Residential Housing Information
- Residential Fee(per one semester) /* It can be changeable.    
  * one-bed KRW1,058,400
  * two-bed KRW661,500
  * three-bed KRW529,200
  * four-bed KRW476,700
  * five-bed KRW441,000
  * six-bed KRW396,900
※ Deposit KRW300,000  

※ Electricity/water/gas/wireless internet will be charged. 

※ Due to the lack of dormitory rooms, student would not get in the Sangmyung Dormitory 

based on the balance of exchange students between your university and SMU. If student should 

live off-campus, we will recommend the appropriate housing near the campus. 

- Facilities : Bed, Desk, Chair, Closet, Refrigerator, Table, Shoe Rack, Bathroom, Laundry room

(Blanket and pillow will not be provided.) 



- Address : Residential Office, Sangmyung University, 20-6, Hongji-dong, Jongno-gu, Seoul  

  110-020, Korea   Tel) +82-2-396-0852
Information of Academic Courses

 - Exchange students can take a minimum of 3 credits and a maximum of 19 credits. 
 - The credit students take can be transferred into their own countries’ university.     
 - Exchange students should choose the classes based on their Korean language ability.    
  (When you select the exchange student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ome students without Korean language ability have troubles in 
  studying at SMU. 
 - We will send students’ academic transcripts to your office after exchange program 
  finishes.  
 - We have a free Korean Language class(non-credit). It is divided into 3 level classes : 
  basic, intermediate, advanced classes according to students’ Korean Language level.

International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Center
 - Sangmyung University has the International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Center 
where a lot of students from various countries learn a Korean language. Exchange 
students who are unable to speak Korean can learn it. We provide the exchange students 
with a 30% discount. If your students are interested in learning a Korean language, please 
let us know.   
 Website : http://cklc.smu.ac.kr/

Contact Information
Ms. Yerim Oh (Coordinator)
#114 Administration Building,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Korea (03016) 
E-mail : id4508@smu.ac.kr 
Tel : +82-2-2287-5196 
Fax : +82-2-2287-0017 

http://cklc.smu.ac.kr/
mailto:id4508@sm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