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PS 2019 겨울 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SEP) 선발공지
■ IPSF 주관 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SEP) 운영개요
◯ IPSF(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tudents' Federation)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각 국가별 소속 약학대학생에게 타국의 전문적 약무실습 체험
기회를 제공
- 실습가능기관: 각 국가의 지역약국, 병원약국, 제약회사, 대학연구실, 정부기관 등

◯ 매년 2차례(여름·겨울)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0여명의
학생이 참여 중

■ 2019 겨울 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SEP) 선발개요
- 파견국가: IPSF 기관 중, 여름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 중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국가
※ 참가희망자는 최대 3개의 파견희망국가를 선택하여 지원가능함
※ 참가희망자는 파견희망국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국가의 특정도시를 선택할 수는 없음

- 파견기간: 국가 별 상이 (주로 12~2월 중, 2~4주 간 실시)
- 참가자격: KNAPS 회원
- 프로그램 참가비: ➀ 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 참가비(60,000원) 및 ➁ 파견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부담

지원가능국가 확인방법
1. 겨울 Student Exchange Program(SEP)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학생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겨울 SEP기간 동안 학생을 모집하는 국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국가가 겨울 SEP을 제공하는 기간이 본인일정과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NAPS 홈페이지(www.knaps.or.kr) → KNAPS 행사공지 → 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SEP)에 공지된
‘2019 겨울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SEP) 선발공고’ 게시물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지원가능국
가리스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가 SEP 관련 정보 확인방법
1. 해당국가의 Student Exchange Program(SEP)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IPSF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국가의 SEP에 대한 자세한 정보(실습제공도시, 실습가능기관, 실습가능기간, 숙소정보 등)는
www.ipsf.org/countries에 접속하셔서 관심있는 국가를 클릭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국가 클릭>
· Area Possibilites: 실습가능기관
· Length of training periods: 실습기간
· Available months and cities: 실습가능일정
및 가능도시
· Length of training periods: 실습기간
· Type of accommodation: 숙소관련
등 이 외에도 Requirements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18년 9월 29일 (토) 23:59까지

□ 예비선발자 발표
○ 2018년 10월 5일 (금), 개별연락예정

□ 신청방법
1) KNAPS 홈페이지(www.knaps.or.kr) ‘2019 겨울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SEP) 선발공고’에 게시된
‘지원가능국가 리스트’ 확인
※ 본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2) 자유양식의 ❶영문 CV(Curriculum Vitae, 이력서), ❷영문 ML(Motivation Letter, 지원
동기)와 KNAPS 홈페이지 선발공고문에 첨부된 ❸국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학생관리
국으로 이메일 전송(knaps.sep@gmail.com)

□ 제출서류
1) 영문 CV(Curriculum Vitae, 이력서) : 자유양식
2) 영문 ML(Motivation Letter) : 자유양식
3) 국문신청서 : 첨부된 양식에 맞게 작성
[참고]
➀ CV, Curriculum Vitae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이름, 성별, 국적, 연락처, 생일 등), education, working experience, language skills, social skills,
computer skills, artistic skills 등 개인이력 등
➁ ML, Motivation Letter, 는 본인의 지원동기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본인이 해당국가 및 실습기관에 지원하게 된 동
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 ML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Open the letter for example with “Dear Sir or Madame”.
• Write in several paragraphs
• Try to write in a clear and fluent language
• Avoid spelling and grammar errors, even if English is not your first language
• Be creative: There might be much more reasons for motivation than you think in the first moment
• End the letter for example with “yours sincerely” and your name

□ 선발절차 (본 선발은 붉은색 박스 단계까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지원서 접수

▶

예비선발자 선정

해당국가에 지원서 전달
▶

▶

▶ SEP참가비 및 프로그램 참가서약서 제출

해당국가 승인

▶

도시 및 실습기관 배치

최종파견확정

※ 예비선발자로 선발될 시, 추후 지원단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선발자에게 공지될 예정입니다.

□ 선발기준
① 이력서 ② 지원동기 ③ 어학능력
- 그 무엇보다 한국 약학대학생으로서 책임감있게 해당국가에 파견되어 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전화인터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파견국가 배정방식
○ 지원자는 최대 3개의 파견희망 국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파견희망도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파견 기관 배정은 본인의 우선 희망 순위대로 상대국에게 파견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KNAPS에서 교환학생 대상으로 선발되어도, 상대국가에서 선발에 탈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차순위 희망 국가로의 파견을 요청합니다.
○ KNAPS에서 교환학생 선발자로 선발된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향후 교환
학생 선발 프로그램 재 지원 시, 일정한 불이익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해당국가 사정에 따라 최종파견확정까지 최소 1달에서 2달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해당 국가 프로그램 상세 내용 등)은 KNAPS
교환학생관리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확정 전 지원자가 해당 국가의 교환학생
관리국으로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는 과정은 IPSF 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 규정상 불가합니
다. 이는 공정한 선발과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선발 이후 파견 전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에 대해서 KNAPS 교환학생관리국에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된 의사소통은 해당 선발자가 파견되는 국가의 교환학생관리국장(SEO)와 진
행하게 됩니다.
○ 파견은 선발 후 상대국의 허가를 받아야 최종 확정되므로, KNAPS에서 선발자로 선발
되었다 하여 파견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선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참가비(약 60,000원, 국가별 상
이)와 프로그램 서약서(Waiver of Liability) 제출해야 합니다.
○ KNAPS에서 예비 선발자로 선발된 후 파견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납부한 신청참가비
중 일부 만이 환불됩니다. 또한, 중도 포기자의 경우 추후 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 재지원시
일정 수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기간이 지난 지원서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SEP 장학금(SEP Grant)
○ IPSF에서는 Student Exchange Program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학금을 최대 1,000유로까지 사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SEP fee 및 Travel expenses(한국에서 파견국가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최대 1,000유로
- 지원자격: 겨울 Student Exchange Program파견을 성공적으로 끝낸 학생 중 파견비용 관련
영수증, SEP Certificate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문 SEP 참가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
- 우대사항

① 6학년 학생 ② IPSF SEP 장학금을 수령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 ③ 장학금 신청서를 자세
하게 작성한 학생 ④ 장학금 신청동기를 우수하게 작성한 학생
- 유의사항: SEP 장학금은 발생한 금액에 대해 지원받는 사후 지급방식입니다.
- 신청시기: 2019. 03월 경

□ FAQ
○ 제가 파견을 희망하는 국가로 파견이 가능한지는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최장 2개월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선발자로 선정될 경우, 지
원서를 IPSF SEP Database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국가로 지원서를 전송합니다. 이 후,
해당학생의 지원서가 해당국가의 선발기준을 통과할 경우, 지원서가 ARPPOVED에서 RESERVED
상태로 변환됩니다. RESERVED 상태가 되면, 해당국가로 파견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음을 의미
합니다. (단, 파견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최종파견확정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 이 과정 또한 짧게는 1달, 길게는 2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국가에 지원서가
전달된 후 해당국가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찾고, 해당기관으로부터 실습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파견확정이 되면 SEP Database상 지원서가
RESERVED에서 PLACED상태1)로 전환됩니다.

○ 겨울 SEP을 모집하는 국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현재 KNAPS 홈페이지(www.knaps.or.kr) ‘2019 겨울교환학생교류프로그램(SEP) 선발공고’에 게
시된 ‘지원가능국가, 실습가능기관, 지원요건 등 리스트’ 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
다. 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해당국가의 Student Exchange Program(SEP)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IPSF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국가의 SEP에 대한 자세한 정보(실습제공도시, 실습가능기관, 실습가능
기간, 숙소정보, 지원자격 등)는 www.ipsf.org/countries에 접속하셔서 관심있는 국가를 클릭하
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견도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국가에서 파견도시를 선정합니다. 해당국가에서는
학생이 실습을 희망하는 기관(약국, 병원, 연구실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 후, 이에 해당하는 실
습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시에 배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파견일정 등은 조율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국가에서는 정해진 기간에만 학생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파견일정은

1) SEP Database지원서 상태 변환 순서: APPROVED(KNAPS에서 지원서를 해당 국에 전송한 상태) →
RESERVED(해당 국가에서 지원서를 접수하고 실습도시 및 실습기관을 찾는 과정) → PLACED(실습도시
및 실습기관 배치가 완료된 상태)

파견국가가 선정된 후(지원서의 상태가 RESERVED로 변환된 후) 해당 국가의 교환학생관리국장
(SEO)와 조율하면 됩니다.
○ 이미 SEP에 참여했던 학생도 재지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KNAPS에서는 가능한 많은 학생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 SEP fee (참가비, 60,000원)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숙박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SEP fee는 IPSF에서 일괄적으로 SEP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이 중 35,000
원 가량은 IPSF의 SEP 운영비용으로, 이 중 25,000가량은 파견국가의 SEP 운영비용으로 사용됩
니다. 즉, SEP fee는 개인 항공권, 숙박비 등과는 무관하며, 항공권 및 숙박비는 개인부담입니다.

○ 파견 시 숙소는 개인이 예약해서 선정해야 하나요?
: 파견이 확정된 후 숙소선정문제는 해당 국가의 교환학생관리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
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교환학생을 위한 숙소를
일괄적으로 대신 예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파견국
가가 선정된 후 해당 국가의 교환학생관리국장(SEO)와 조율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교환학생관리국장(IPSF Student Exchange Officer of KNAPS), knaps.sep@gmail.com

KNAPS 교환학생관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