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업무구분 단위업무 5.1 Miami University 등 
학생 교환 프로그램 파견/유치

국제협력 작성일자 2021.9. 연락처 2493

1. 업무개요 
 가. 업무내용 :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파견/유치 교환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 
 나. 발생시기 : 1월~3월, 7월~9월 
 다. 관련근거 : 양교간 MOU

2. 업무처리절차 
 가. Outbound 

1)

상대 대학의 해당년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제도 내용 확인

→ 2)

협조문을 학과에 보내 프로그램 
공문 안내

→ 3)

학과로부터
추천 대상자 접수

공과대학(교학팀) – 상대 대학 공과대학(교학팀)→학과 학과→ 공과대학(교학팀)

→ 4)

대상자 선정 및 
내부결재(공과대학장)
(G.P.A/영어성적 등) → 5)

상대 대학에 추천
(Nomination)

이메일 발송 및 회신 → 6)

소속 학과 및 해당학생에게 
파견 확정 통보 및 세부절차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공과대학(교학팀)→ 상대 대학 공과대학(교학팀) →학과

→ 7)

교환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 대상자

명단 송부(공문 옴)
→ 8)

장학금 신청을 위한
출국 전/후 서류 제출 (By 

학부/과)

공과대학(교학팀) → 
국제협력팀

(명단통보: 교학팀)
학과→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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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nbound 

1)

국제협력처의 교환 학생 공고 
스케줄 확인

→ 2)

협력 상대 대학에 
유치교환학생 추천 
(Nomination) 요청 → 3)

상대 대학으로부터의
추천대상자 (Nomination) 

회신

공과대학(교학팀) 공과대학(교학팀) 상대 대학→ 공과대학(교학팀)

→ 4)

학과 수용의사 확인
 및 지도교수 배정요청

→ 5)

국제협력팀에
후속조치 요청 통보*

공과대학(교학팀)→ 
해당학부(과)

공과대학(교학팀)→ 
국제협력팀

3. 업무처리내용 
 가. Outbound 
  - 진행시기 : 1월, 7월  (Miami 국제협력처에서 Fact Sheet 메일로 송부: 통상 Nomination Deadline: 가을

학기 3/1, 봄학기 9/1)   
   * 매년 초에 Miami 국제협력 홈페이지(http://miamioh.edu/global/international/)에 들어가면‘International 

Exchange fact sheet’를 다운로드 가능
  - 해당 내용으로 협조문을 통해 학부(과)로 파견수학 원하는 Outbound 학생 추천을 안내하고, 신청자를 받아 

공과대학장이 기준을 갖고 선발함 (GPA, 영어성적 등)
  - Nomination(추천)이 확정되면 상대 대학에 통보 및 승인 요청 → 회신 오면 학부(과)에 확정 통보 협조문 

송부 및 학생에게 상대 대학으로 취할 진행 사항 이메일로 안내
(선정된 학생이 직접 Miami 대학에 온라인 지원 신청 [Miami 담당자가 통보] 해야하며, 영문 성적증명서 원
본 및 각종 Miami 교환학생 신청양식 제출해야 함)

  - 국제협력팀에서는 파견 가는 교환학생을 위한 장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5월 또는 10월 즈음 국제협력팀
에서 명단을 교학팀 및 학과에 협조문 요청하면 제출

 나. Inbound 
  - 발생시기 : 2~3월, 8~9월
 - 국제협력처에서 1~2월이나 7~8월에 유치할 Inbound 학생을 모집 받아 Miami 측에서 Nomination이 들어오면, 

학과 또는 교학팀으로 후보대상자에 대한 협조문/메일을 보내줌.(통상 Miami 측에서 국제협력팀과 함께 이메일 송부)
 - 대상자를 받으면 해당 학부(과)에 협조문을 보내어 수용의사와 지도교수 배정을 요청함.

(협약서와 C.V 및 성적표등 Nomination 관련 자료를 첨부함)
 - 지도교수 배정이 완료되면‘국제협력팀’으로 후속 조치를 협조문 요청함

4. 관련 규정

5. 활용서식
 가. Inbound: Nomination Form(국제협력팀) 

6. 기타 주요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