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nglish)
1.

Who are eligible for DUO-Korea?
1) Korean national students (undergraduate / graduate) enrolled in Korean
universities or colleges.
2) Those who meet the condition
- Find the European exchange partner from the European educational
institutions
- Korean students should be paired with European students (pairing)
- Acade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Korean / European institutions
is mandatory
The ASEM-DUO Secretariat is not responsible for finding partners or
partner institutions. Individuals need to check wit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e or any equivalent offices in your institution for
assistance.
- English scores (TOEIC/TOEFL/ IELTS) are not required
★ If the student has already started the exchanges before the
application period (2019 spring semester) are not acceptable.

Should the periods of exchange coincide for each pair?
Not necessarily. However, the exchange should be executed after August
2019 and finish before September 2020.
2.

Do I need to take courses in the field of my major when I study in
3.
host institution? And is there any priority given to specific fields of
majors?
Not necessarily. And there is no priority given to specific major. However,
taking only intensive language courses and sport courses during DUO-Korea
exchange period is not acceptable.
4.
How much language proficiency does DUO-Korea require for
selection?
There is no official language test score required for application.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you shall understand, read and write either in English or in
native language of host country to implement exchange study.

5.

For how many months can I apply for DUO-Korea Fellowship?
The DUO-Korea Fellowship is granted in semester basis. 1 semester for

students is 4 months (120 days) and, you can apply for maximum 1 semester
(4 months).
6.

How many times is DUO-Korea Fellowship in a year?
The call for DUO-Korea Fellowship is announced ONLY once a year. This
year DUO-Korea 2019 will support exchange from fall semester 2019 until
spring semester 2020. So if you are interested in taking exchange in spring of
2020, you should apply now.
7.

How much money does the selected applicants receive?
4,000 euros will be given for 1 semester - 4 months (120 days).
However, in case the exchange semester is shorter than 4 months (120days) or
if the stay in host country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120days), the
payment will be reduced on pro-rata basis.
8.

How to apply?
1) Consult wit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 in your university regarding
your eligibility and availability of a partner.
2) If a student is eligible, the Contact Person of university or school fills out
an Online Application Form on the ASEM-DUO website.
3) The Contact Person of Korean institution fills out the application form
on behalf of two persons of exchange and the Contact Person of host
institution, and submits to the secretariat through the website.
4) Along with the Online Application Form, the copy of the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paired institutions, Passport of paired applicants,
Transcript and Motivation Letter of paired applicants should be attached.
The preferred file formats for attachments are JPG or PDF.

9.

Who is the “Contact Person” indicated in the application form?
The Contact Person shall be capable of assisting exchange projects, for
example contacting incoming or outgoing students and representing the
institution. Contact Person shall be located in each university or school. In most
cases,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 staff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in
charge.

10.
Who should submit the application form?
The Contact Person of a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type one’s name & the president/director’s name and date at
the end of the form, and click “submit” button. The original application form
properly signed will be requested only if your application has been selected.
11.
For DUO-Korea, who select exchange projects?
The DUO-Korea Selection Committee consist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exchange and it selects successful
applicants.
12.
How long does the selection procedure take?
Approximately in 4 to 6 weeks, the selection is completed. As soon as the
selection is made, the result is announced on this website and the selected
ones are contacted by the secretariat through e-mail.
13.
What are the selection criteria?
New project based application under DUO-Korea shall be given priority in
selection. No priority to the fields of exchange.
14.
Are there any restrictions in using the fellowship?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usage of fellowship. It can finance tuition and
living or travel expenses.
15.
Where can I ask for visa inquiries for host country?
The Secretariat advises to direct inquiries to host country embassies for more
information. In case you need to have a certificate to prove yourself as a
recipient of ASEM-DUO Fellowship, you may ask for such documentation to the
Secretariat. We shall send the document to your requested destination.
16.
When do I receive fellowship?
. First fellowship (50% of fellowship) will be transfered 2 weeks prior to his/her
expected departure for the host institution with all documents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The rest will be paid upon the reception of the request for transfer
from the recipient from the host country when he/she reaches half of the
exchange period.

17.
As usual, how many pairs are selected in a year?
The number of selection will be based upon the available fund each year. This
year’s budget would allow to support total of 50 pairs of students.
18.

What are the obligations of the fellowship recipients?
Students should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within one month after the
completion of exchange semester.

1) Essay: 3-4 pages except the cover page in A4 paper, single spaced, 12
fonts
2) Proof of Exchange Duration: the copy of passport (front photo page and
page(s) of stamped arrival & departure dates in host country)
3) Transcript of Home (originating) Institution: It should include all courses
taken in Host (destination) Institution. (In case the name of courses
different, the transcript of host(destination) Institution is also required)

FAQ (Korean)
1.

듀오-코리아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대한민국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한국 국적 소지자인 학생(학부/대학원생)
2) 1번의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와 아셈 유럽 회원국에 위치하고 있는 한 학교
사이에 유효한 교류 협정이 있고,
3) 2번의 학교에서 1번의 학생과 맞교환 할 아셈 유럽국적 소지자인 학생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함
유럽대학의 교류 파트너에 대해서는 본교의 국제협력부서 혹은 그에 준하는
부서에 문의해야 함. 또한, 이미 교류를 시작한 학생이나, 교류시점(2019년도
봄학기)에 소속 학교에 재학/휴학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할 수 없음.
2.

서로 교환 할 때, 교환 시기 같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DUO-Korea 2019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2019년
8월과 2020년 9월 사이 즉 1년 사이(2019년 가을학기, 2020년 봄학기)에 교류가
이루어 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전공과 반드시 같은 전공을 공부해야 하나요? 특정 전공 과목에 혜택이
주어지나요?
반드시 같은 전공/학년의 학생과 한 조가 되어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전공 과목이 선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연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자학금 지원을 위해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유럽대학에서 강의수강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그 나라 언어, 혹은 영어 구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5.

신청할 수 있는 개월 수는 얼마나 되나요?
학생일 경우 4개월(120일)이며, 최대 1 학기(4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
내년(2020년) 봄학기에 교환할 계획이 있는데, 듀오-코리아는 일 년에 몇 번
뽑나요?
듀오-코리아는 1년에 한 번만 선정합니다. 듀오-코리아 2019 수혜기간은
2019년도 가을학기부터 2020년 봄학기 중 한 학기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봄학기에 교환 계획이 있으면, 이번 듀오-코리아 2019에 지원해야 합니다.
7.

지원되는 장학금은 얼마나 되나요?
학생당 4,000 유로(한학기, 120일)를 지원하며, 교류학기가 4개월 (120일)보다
짧거나, 교류 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20일보다 짧은 경우, 그에 따라 장학금
삭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8.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재학 중인 대학의 국제 협력 담당 부서에 문의

2)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대학의 국제 협력 담당
부서에서 아셈듀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 지원서 작성)
3) 한국 학교의 국제 협력 담당 부서의 담당자는 ASEM-DUO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 마감일까지 SUBMIT 버튼을 눌러 제출
4) 신청서와 함께 교류협정서 사본과 지원자들의 여권사본, 성적표(2018년 2학기
성적 포함) 및 지원 동기서 각 한 부씩 제출 해야 함
9.

신청서 내에 Contact Person 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기관의 대표성을 띠고, 입국 및 출국한 교류대상자에게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학교 내 국제협력 담당부서 직원 분이 Contact
Person 이 됩니다.
10.

신청서 누가 작성하나요?
한국 교육 기관의 Contact Person이 작성하고, 마지막 장에 작성하신 분 및
기관장의 성함과 날짜를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이므로 서명란에 이름과
날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정 이후 선정자에 한하여 담당자와 기관장의 서명과 학교 도장이 포함된 원본을
사무국으로 우편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11.

장학생 선발은 누가 하나요?
듀오-코리아 선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선정위원회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위촉한 국내외 인적교류 관련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장학생 선발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접수 마감일로부터 대략 4-6주 후에 선발이 확정됩니다. 선발이 확정되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며, 합격레터 및 안내 사항은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적으로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13.
선발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다 많은 학교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많은 국가와 학교의 참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프로젝트(새로 체결된 협정서)에
중점을 두고 선발합니다.

14.
교환교류 시, 비행기표 및 숙식 등의 사항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장학금의
용도는요?
아셈듀오 장학금은 비행기표, 숙식, 학비 혹은 생활비 등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으며, 비행기표 예약, 숙박, 식사 등 기타 교류관련 제반 사항은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15.
교환교류를 위해 비자관련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아셈듀오 장학사무국에서는 비자관련 업무 문의는 선발자가 직접 해당 대사관에
문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사무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어 요청하시면, 사무국에서 선정자가 아셈듀오 장학금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원하시는 곳으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16.
장학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1차 장학금은 교류예정지로 떠나는 출발날짜로부터 2주 전에 전체 장학금의
50%가 지급되고, 2차 장학금은 교류기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송금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경우 지급됩니다. 각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서류 목록은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7.
한 해에 대개 장학생 몇 조를 선발하나요?
매해 예산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이 결정되며, 2019년도에는 약 50조(100명)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8.

교류가 끝난 후에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모든 수혜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교류학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에세이 (A4용지, 표지 제외, 3-4 페이지 분량: 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2) 교류기간 증빙서류: 여권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와 교류국가의 출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
3) 성적표: 파견 학교에서 수강하신 과목의 성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본교의
영문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목명이 다르게 인정되는 경우, 파견학교
성적표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