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생증 ISIC

유네스코가 인증하고 비영리 국제기구인 ISIC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ISIC은 연간 130여개국에서 450여만명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KISES

Korea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Society



The ISIC card has been endorsed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since 1968.

ISIC and the ISIC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the ISIC Association.

  

The ISIC Association is honoured to be 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ffiliate Member.

The ISIC Association is proud to be a UN-

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Affiliate 

Member.

The ISIC Association is a founding member 

of the World Youth Student and Educational 

Travel Confederation.

ISIC Association의 사명은:

모든 학생들이 국적, 인종, 성별 및 종교의 차별없이 공식적인 학생신분증명서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학생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할인 혜택, 학생전용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하고 학생생활의 비용을 절감케 

한다. 이와같이 비영리 국제기구인 ISIC Association 은 서로 다른 문화간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ISIC Association의 한국 대표부는 KISES(키세스투어(주))이다.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ISIC, 국제학생증)

목 차

Infographic: Who is the ISIC cardholder?      4

About the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ISIC)  5

국제학생증 ISIC의 역사  6

ISIC Benefits 8

국제학생증 ISIC의 혜택 10

온라인 디지털 분야에서의 발전  12

 

세계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ISIC을 인증하고 있는가?   16

ISIC issuing university campuses (165)  18



WHO IS THE ISIC CARDHOLDER?

PERSONAL 
LAPTOP

ON AND OFF CAMPUS USAGE*

CAMPUS ACCESS OR LIBRARY CARD AT UNIVERSITY 

PROVE IDENTITY

PROVE FULLTIME STUDENT STATUS

ACCESS BENEFITS & DISCOUNTS

PUBLIC TRANSPORT 

TRAVEL PURPOSES

BANKING AND PAYMENT 
PURPOSES

86% 70% 26%31%

*Students use more than one device to browse

SMARTPHONE
DESKTOP 

COMPUTER TABLET

HEARD ABOUT THE ISIC CARD

13%34% 12%

THROUGH
UNIVERSITY

VIA STUDENT 
ORGANISATION

FROM FRIENDS 
OR FAMILY

TOP REASONS FOR OWNING AN ISIC CARD
#1. PROVE STUDENT STATUS INTERNATIONALLY  #2. APPEAL OF STUDENT DISCOUNTS

#3. UNIVERSITY ISSUES THE CARD AS THEIR ID CARD  #4. NEED FOR A CREDIBLE IDENTITY CARD

BROWSE INTERNET VIA*

TOP 5 
STUDY 
AREAS

8%

13%

13%

14%

1/3

18%

*Students use their card for more than one purpose

TOP 5 INTEREST AREAS OF CARDHOLDERS

83%TRAVEL

ENTERTAINMENT & MUSIC 

FOOD & RESTAURANTS 

ONLINE & SOCIAL BROWSING 

ELECTRONIC GADGETS 
& COMPUTERS 

22%

62%
60%

48%
38%

40%
37%

36%
34%

33%
24%

20%

WORK IN 
ADDITION 

TO STUDIES?

41% YES

59% NO

BUSINESS OR 
ECONOMICS

IT

SOCIAL 
SCIENCES

ENGINEERING

SCIENCE

%

* 상기 자료는 2014년 ISIC Association에서 연례 회의 보고 자료로 제공된 내용입니다.

ISIC 카드를 발급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계를 여행할 때 
학생 신분을 증명하고 
학생혜택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습니다.

12세 이상
Full time student
이면 누구나 ISIC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SIC을 많이 발급 받은
연령대는? 18~24세

세계 ISIC을 발급 받은 50% 이상의
학생들이 ISIC을 주 1회 이상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의 학생들이 ISIC의
매력적인 할인혜택 때문에
카드를 발급 받았다고 합니다.

의 학생들은 항공권 할인을
받기 위해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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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ISIC)

  ISIC은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학생이 

세계에서 학생 신분을 증명하고, 학생 

항공권 (SATA학생 항공권 협약) 혜택,  

기차, 버스, 페리 등의 육로·해상 이동

할인, 그리고 방문 국가에서의 숙소예

약 할인, 문화재·유적지·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을 목적으로 주로 이용해 왔다.

  60여년간 세계 130여개국의 1억여명

의 학생들이 이용했다.

  ISIC Association에서는 ISIC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일상생활 

에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소프트웨어, 일반교통, 잡지, 카페, 

레스토랑, 공연, 이벤트, 티켓 등 여러 

분야에 할인 또는 특별 서비스의 방법으

로 학생혜택 확대를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세계 40,000여 분야  

125,000여 곳에서 ISIC 소지자에게  

학생할인 또는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53년 학생에 의해, 학생을 위해 창

안된 ISIC은 1968년 유네스코로 부터 

인증받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학생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국제학생증)

이다.

  ISIC은 국적,인종,성별,종교와 관계 

없이 만12세 이상의 Full time student

라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는 학생 

신분증으로서 유효기간과 국가별 인증

료가 있다

ISIC 발급 가격은 각 국가별 경제

평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

[발급비의 예]

· 미국: USD 25.00

· 영국: GBP 12.00

· 독일: EUR 15.00

· 호주: AUD 30.00

· 일본: JPY 2,300

· 한국: KRW 17,000

· 싱가폴: SGD25.00

유네스코에서 인증 받은

국제학생증 ISIC은

1953년 

학생에 의해,학생을 위해

창안 되었으며,

현재까지 130여개국

1억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했고,

세계 125,000여 곳에서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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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증 ISIC의 역사

Birth of the ISIC card

 ISIC은 노르웨이, 네덜란

드 학생연합과 (Norwe-

gian and Dutch Union 

of Students) 덴마크 정

부 학생 조정 사무국(the 

coordinating Secretari-

at of National Union of 

Students(COSEC) of De-

nmark)의 지원으로 발의

되었다.

  1953년 코펜하겐 에서 

열린 3번째 ISIC 회원국 

연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ISIC을 전세계적으로 빠르

게 알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을 결의하

였다.

  ISIC 보편화 및 학생들의 

국가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여행 할인 혜택

으로 학생 항공권 (SATA

학생 항공권 협약) 혜택,  

기차, 버스, 페리 등의  

육로·해상 이동할인, 그리

고 방문 국가에서의 숙소

예약할인, 문화재·유적지·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을 

협약 학생들에게 제공 

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국

가별로 학생 이동의 필요

성을 널리 알리고 학생 

혜택을 늘려 나갔다.

Early years 

of distribution

  각국의 학생연합 및 대학

들의 ISIC에 대한 관심 및 

협조는 ISIC의 빠른 성장

을 도왔다.

  ISIC은 시작으로 부터 5

년이내에 333,000매가 

발급이 되었는데 그 중 

275,000매가 각국의 대

학 연합에서 학생들에게 

발급 하였을 정도로 각국

의 학생연합 및 대학 연합

의 관심을 받았다.

UNESCO endorsement

  1968년 유네스코는 세

계 공통의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로 

ISIC을 공식인증하고 세계 

각국에 함께 알려 나감으

로 학생의 권익 증대에 동

참하였다. 

  ISIC의 시작은 세계에

서 공식적인 공통 학생  

신분 증명을 목적으로 발

의되었다.

  그리고 지금 ISIC은 학

생 신분증 기능 이상으

로 세계 40,000여 분야 

125,000여 곳에서 학

생할인 또는 학생서비스 

혜택 제공을 통해 학생 

생활에 도움이 되는 ID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1953 1968

  세계 2차 대전 이후 냉각된 국제사회 분위기와 침체된 세계 경기 속에서, 학생들의 이동을 통해 국제교류를  

증대하고 학생의 국제적 경험 증대 도모 및 넓은 체험 교육 기회 증대 기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1953년  

학생에 의해, 학생을 위해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국제학생증)이 창안되었다.

  1953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 130여개국에서 1억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ISIC을 발급 이용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연간 450여만명, 한국에서는 연간 13여만명의 학생이 ISIC을 발급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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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ing the world

  유네스코의 인증과 함께 

국제 여러기구의 인증 및 

학생 권익 확대를 위한 다

양한 노력과 ISIC Associ-

ation의 학생 혜택 증대를 

위한 노력은 세계 각국에

서의 International Stu-

dent Identity Card(국제

학생증) 학생 신분 인증을 

통한 학생 혜택 증대를 

도모했다.

항공사들은 학생 특별 요

금을 제공하는 SATA 특별 

협약을 통해 학생항공권

을 제공하고,국가별 교통

으로는 기차, 버스, 페리 

할인이 생기고, 숙소예약

할인 및 문화재·유적지·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이 

늘어났다.

New millennium

new direction

  ISIC Association은 ISIC의 

새로운 디자인을 세계에  

소개하고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의 

국제 신분증 ID의 기능 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또는 일

반 기업과의 다양한 제휴를 

통해 ID카드 이상으로 기능

변화를 도모했다.

ISIC network

  ISIC은 세계 1000여 대

학과 제휴 하였으며, 여러  

은행 및 기업들과의 제휴

를 통해 스마트 카드로 

변화해 가고 있다. 

  ISIC 스마트카드는 학생

들이 일상생활에서도 ISIC

을 사용하는 새로운 변화

를 일으키고 있다.

  ISIC 발행 60주년을 맞아 

2013년 ISIC 연간 회의는 

ISIC이 처음 창안된 덴마

크 코펜하겐에서 있었다.  

130여개국의 ISIC 업무를 

지원하는 각국 멤버들은 

새로운 시작의 일환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Global Student ID의  

전산화 및 다변화한 학생 

혜택 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력을 협의했다.

  2014년 ISIC 회원국 회

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70s
and 80s

1993 Late 
2000s

2013 
and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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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C Benefits

PERU (페루)

· 마추피추(Machu Picchu) 입장료 50% 할인
· TEPSA 버스 10% 할인

캐나다 (CANADA)

· 그레이하운드 캐나다 25% 할인
· CN Tower 입장료 15% 할인
· 캠룹스 공항 셔틀서비스 15% 할인

미국 (USA)

· 미국 2,300 지역 125,000 할인
· 암트랙(AMTRAK) 10% 할인
· 브로드웨이 레미제라블  티켓 48% 할인
· Guess Clothing 세일아이템 50% 할인
· 피자헛 브레드스틱 또는 시나몬스틱 무료
· 필라델피아 동물원 입장료 14% 할인
· 내셔널지오그라피 스토어 최대 70% 할인
· 뉴욕패스 25% 할인
· UBER 첫 탑승 25% 할인

ISIC 글로벌 온라인 혜택 

· EF 온라인 영어강좌 90일 무료 수강 혜택
· IELTS(아이엘츠) 모의고사 및 분석자료, 팁 무료 제공
· The Economist 온라인 구독료 최대 96% 할인

· 온라인 영어 단어학습 WORDREADY 33% 할인
· IBM® SPSS® Statistics, EndNote X7 등의 최신 소프트웨어 할인
· Lonely Planet guides 30% 할인 (온라인샵)

스페인 (SPAIN)

· KFC 10% 할인
· 여객운송버스 Daibus Interbus 15% 할인
· 피카소 박물관 입장료 50% 할인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

· 하겐다즈 무료 카푸치노/쿠키 제공
· Travel Safe Clinic(여행약품, 백신) 12% 할인
· Ashanti Lodge Gardens 숙소 5% 할인

프랑스 (FRANCE)

· 프랑스 출발 유로라인 버스 15% 할인
· UBER(우버) 첫 탑승 15€ 할인

· FOREVER21 10% 할인
· 디즈니랜드 1day/1park 티켓 할인 75€ → 60€
· IKEA(이케아) 100€기프트카드 8% 할인

영국 (UK)

· 연극/뮤지컬 등 공연, 이벤트, 전시회 티켓 
  최대 50% 할인 (http://isic.entstix.com/)

· National Express 버스 20% 할인
· 레일카드(16-25 Railcard) 12% 할인
· Vue Cinemas 영화티켓 15% 할인
· 피자혓(Pizza Hut) 음식메뉴 20% 할인

항공권 (Flight Ticket)

세계 80여 항공사에서는 ISIC 소지 학생들을 위한 
학생 항공권 (SATA) 협약을 통해 ISIC 특별 요금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세계 학생 여행사 그룹인 statravelgroup.com
을 통해 항공권 요금을 조회하고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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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뉴질랜드 
   (AUSTRALIA & NEW ZEALAND)

· 호주/뉴질랜드 1,700여개 restaurants,   
   cafes 최대 20% 할인
· Australian Skydive (스카이다이빙) A$50 할인
· HOYTTS 등 영화관 영화 티켓 할인

이집트 (EGYPT)

· 룩소르 사원 입장료 50% 할인
· 아부심벨 50% 할인
· Al Serafy Pharmacy 10% 할인
· 아랍어 랭귀지 Fajr Center 10% 할인

한국 (KOREA)

· 인천공항철도 특별할인운임 6,900원
· 점프, 난타 등 유명 공연 10~50% 할인
· KEB하나은행 환전우대 5% 
· 서울 시티투어버스 10% 할인

유레일 패스 혜택 (학생여행사)

· 유레일패스 구입 할인
· 유레일패스 분실보험 무료가입 혜택

* 유레일패스는 유럽의 광대한 철도와 페리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28개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유럽 기차패
스이다..

체코 (CZECH REPUBLIC)

· 버거킹 세트메뉴 15% 할인
· 맥도날드 ISIC 할인메뉴 제공  
· 스타벅스 무료 사이즈 업그레이드
· 서브웨이 샌드위치구입 시 무료 음료 제공

오스트리아 (AUSTRIA)

· Meininger Hotels 10%할인
· A&O Hostels 10% 할인
· Essl museum 무료 입장
· 클림트빌라(Klimt villa) 입장료 50% 할인

VASCO Korea

해외 비자대행 서비스 수수료 5~7% 할인 

세계 64개국 대사관 및 외교부의 공식 협력 파트너로서, 세계 각국

의 비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VASCO에서 국제학생증 ISIC 소지

자들에게 비자대행 서비스 수수료 5~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상담 신청 시 국제학생증 ISIC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오프라인 상담 시 현장제시하면 할인혜택이 적용됨)

일본 (JAPAN)

· 동경 국립 박물관 입장료 30% 할인
· 쓰가루해협 페리 10% 할인 
  (하코다테-아오모리)
· 오사카 역사박물관 200JPY 할인

ISIC의 대표부가 있는 국가

ISIC을 발급하는 발행처가 있고,  
국가 대표부를 지정하기 위해 준비중인 나라

ISIC을 발급하는 사무실이 있는 국가

ISIC을 발급하고 있지 않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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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국제 영어 테스트 프로그램인 IELTS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학생증 ISIC을 소지한 학생들은 Global ISIC 

홈페이지에서 IELTS의 혜택 내용을 확인하고 국제학생증 ISIC번호 

인증을 받은 후 양 기관이 협의한 혜택을 이용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의고사 및 분석자료 팁 무료제공 - 약30유로 정도 혜택)

  ISIC 소지자는 EF 온라인 영어 학습 강좌를 90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17유로 상당 혜택)

EF Education First

  영국에서 발행되는 글로벌 경제주간지 Teh Economist를 ISIC 소

지자들은 최대 96%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구독할 수 있다. 

(12주 구독료: 12,000원 / 1년 구독료: 15,000원)

The Economist

온라인 소프트웨어 할인

  ISIC을 소지한 학생은 IBM® SPSS® Statistics, 

EndNote X7 등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최대 90% 할

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해외 모바일 Wi-Fi, 해외 선불 유심카드

  해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데이터 사용을 할 수 있

는 해외 모바일 Wi-Fi 서비스를 국제학생증·국제교사

증·국제청소년증 소지자들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유럽One 통합 유심 표준요금 10% 할인혜택

도 이용 가능하다.

론리플래닛(Lonely Planet) 30%할인

  론리플래닛 온라인샵에서 가이드북(eBook 포함) 

30% 할인 혜택 제공

  현재 세계에서 40,000여 분야 125,000여 곳에서 혜택을 경험할 수 있으며, www.isi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SIC Association 회원국 대표부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는 국가별 혜택을 현지어로 상세히 확인 할 수 있다. 

  ISIC 혜택은 학생들의 국가간 이동을 도모하고자 해외를 여행하는 학생들에게 항공권 (SATA학생 항공권 협약)  

혜택, 기차, 버스, 페리 등의 육로·해상 이동할인, 그리고 방문 국가에서의 숙소예약 할인, 문화재·유적지·박물관  

입장료 할인혜택을 시작으로 발전했다. 현재는 여행을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

에게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ISIC 혜택을 마련하고자 ISIC Association과 회원국의 대표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 소프트웨어 , 일반교통, 잡지, 카페, 레스토랑, 공연 등 다양한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 새로워진 혜택의 예!

· 미국: 2,300여 지역 혜택: www.myisic.com 
· 영국: 공연, 뮤지컬, 관광지, 이벤트 등 종합 입장권 구입 할인: www.myisic.co.uk 
· 호주/뉴질랜드: 식음료, 레저, 놀이공원, 여행, 영화, 쇼핑 등 4,500여 혜택: www.isiccard.com.au

Global 교육, 소프트웨어 혜택의 예!

국제학생증 ISIC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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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A 협정 항공사 중 한국 학생여행사 

KISES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항공사

(SATA에 협정되어 있어도 취항노선에 따라 항공
권을 구입할 수 있는 국가가 다를 수 있다 )

항공권을 구입하는 학생들은 ISIC으로 국내 

모든 여행사에서 신분을 증명하고 학생요금

을 이용 할 수 있다.

ISIC을 학생 해외 여행 필수품으로 알려지게 한 혜택들!

  해외를 여행하는 학생들이 현지에 도착해 문화재·박물관·유적지 입장료 할인을 접하면서 ISIC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출국전 미리 여행을 준비하는 학생이 항공권 교통패스 숙소예약 그리고 여행상품 등에서 ISIC 혜택을 

잘 활용해 본다면 ISIC의 매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ISIC Association의 회원국 대표부들은 오랜 세월 학생 여행

을 지원해 오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학생여행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KISES도 81년 ISIC의 한국 대표

부가 된 이후 89년부터 학생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계를 여행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에어캐나다

아에로멕시코

애비앙카항공

알이탈리아

젯블루항공

에바항공

중화항공

코파항공

중국남방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이디오피안에어라인

에티하드항공

에어퍼시픽

걸프항공

젯스타재팬

에어아스타나나

락사(코스타리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에어뉴질랜드

방콕항공

콴타스항공

카타르항공

에스세븐항공

남아프리카항공

그루포타카항공

타이항공

에어타이티누히

에어포르투갈

스쿠트항공

버진블루항공

오만항공

에어캐나다

핀에어

영국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뉴질랜드

싱가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해외 국가 별 교통 혜택

  ISIC을  소지한 학생들은 항공권 외에도,  

세계 각국의 기차, 버스, 페리 등 다양한  

교통편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 암트랙 기차 10% 할인

[캐나다]

· 그레이하운드 25% 할인

· Sun Star Shuttle 15% 할인

[영국]

· 내셔널익스프레스 20% 할인

· 유로라인 20% 할인

· 브라이튼 버스카드 학생요금

· 히드로 익스프레스 25% 할인

· 개트윅 익스프레서 25% 할인

· 16-25 Railcard 12% 할인

[프랑스]

· 프랑스 출발 유로라인 버스 15% 할인·

· Batosbus 유람선 최대 7유로 할인

[스페인]

· 여객운송버스 Daibus Interbus 15%할인

· FRS Iberia 20% 할인 

  (스페인-모로코 운항 페리)

[노르웨이]

· NOR_WAY Bussekspress 고속버스 할인

· 공항 고속열차 50% 할인

· SAS 공항버스 75NOK 할인

· 오슬로패스 20% 할인 

[호주]

· NSW TrainLink 최대 30% 할인

· SeaLink 마그네틱아일랜드 페리  

  25% 할인

[뉴질랜드]

· Northliner Express/Intercity  버스 최대  

  20% 할인

[남미]

· CRUZ DEL SUR 버스 10% 할인

· TEPSA 버스 10% 할인

·  Expreso Brasilia 버스 최대 20% 할인

[대만]

· 기차 TR Pass 5/7/10일권 학생요금

[일본]

· Tsugarukaikyo 페리 10% 할인

  (아오모리-하코다테 이동 페리)

세계 다국적 투어 5~10% 할인

  ISIC 소지자들은 학생여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행자들과 함께 말하고 즐

기고 경험하는 전세계 다국적투어 프로그램

을 5-10%할인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지역 투어사 및 혜택

유럽

호주
뉴질 
랜드

중동

아프 
리카

미국
캐나다

중남미
아시아

탑덱
5%할인

인트레피드
5%할인

G어드벤처
5%할인

투칸
5%할인

탑덱
5%할인

인트레피드
5%할인

탑덱
5%할인

인트레피드
5%할인

G어드벤처
5%할인

투칸
5%할인

아카시아
5%할인

인트레피드
5%할인

G어드벤처
5%할인

인트레피드
10%할인

G어드벤처
5%할인

인트레피드
5%할인

G어드벤처
5%할인

투칸
5%할인

탑덱
5%할인

탑덱
5%할인

G어드벤처
5%할인

  SATA 항공권 협정을 하지 않았지만 ISIC 

소지 학생들이 학생 항공권 구입시 ISIC으

로 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허용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이 항공사의 학생 요금 



12

온라인 디지털 분야에서의 발전

Global Website : isic.org

  세계 ISIC 이용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isic.org 홈페이지는 ISIC을 발급 받고자 하

는 학생을 위해 세계의 ISIC발급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ISIC을 발급 받은 학

생에게 현지에서의 혜택 정보를 제공한다.

  ISIC 혜택 정보는 ISIC Association에서 

Global ISIC 혜택 정보를 관리·업데이트 하

며, 그외의 국가별 혜택에 대해서는 국가별 

대표부에서 관리·업데이트 하고 있다.

  월평균 1천2백여만명의 세계 학생들이 ISIC을 발급 받기 위해서 또는 ISIC의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Global ISIC홈

페이지인 www.isic.org를 방문한다.  한국의 경우는 월 평균 3만 7천여명의 학생들이 www.isic.co.kr을 이용한다.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학생생활의 빠른 변화에 따라 ISIC Association과 회원국의 대표부들은 ISIC 발급에

서부터 혜택 안내, ISIC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ID 인증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

생들이 편리하게 ISIC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을 연구한다.

  isic.org 홈페이지는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

지로 개발되어 있어서 컴퓨터에서 뿐만아니

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

록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으며, ISIC Associ-

ation에서는 여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 

ISIC APP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FACE-

BOOK의 ISIC FAN은 세계 합산 1천 6백

만 명(2014년 기준)이 될 정도로 학생들과 

ISIC의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 교환은 빨라

지고 있다.

www.isic.org

  isic.org의 혜택 정보는 이용자의 위치 정

보를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혜택을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혜택의 종류에 따라 선별하여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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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ISIC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isic.c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작성 과정에서 학생 신분 

인증), 온라인에서 isic 인증료를 결제하고, 결제와 동시에 ID 

번호를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온라인 ID를  

부여받은 학생들은 카드를 발급 받기 전에도 이미 항공권 할인,  

ISIC Global 교육할인, 또는 소프트웨어 할인 등 온라인에서  

학생인증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ID를 실

제 카드로 발급 받기 위해 학생들은 다양한 제휴 카드 중 발급 

받고 싶은 카드를 선택하고, 안내 받은 발급처를 방문해서 카드

를 수령 할 수 있다. (현재 ISIC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발급처

는 전국에 1,000여 곳이 있다.)

1) 온라인 신청하면서 학적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isic.co.kr을 방문하면 온라

인 신청서에서 재학 중인 학교명을 조회할 수 있고, 재학 중인  

학교에 따라 재학을 확인 받는 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 학적 확인  

방법으로는 ① 간단한 로그인만으로 자동 인증이 되는 학교,  

②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에서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학교, ③ 학교에서 재학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온라인 신청서

에 등록을 하면 ISIC발행처에서 확인 후 승인을 하는 학교, 3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어 재학 중인 학교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2) 사진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온라인 신청서에서 학적확인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사

진 파일을 첨부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할 수 있다. 이때 만약 바로 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없

다면 일단 신청서 작성에서 보류를 하고 나중에 isic.co.kr 홈페

이지의 MY ID를 방문해서 사진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순서로  

진행이 가능하다. 

3) 카드발급할 때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카드 종류가 정해

져 있나요?

  MY ID에서 ID 번호를 부여 받은 학생은 카드의 종류를 자유 

롭게 선택하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발급 전이라면 

MY ID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카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4) 분실 또는 다른 사유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

  유효기간이 종료된 카드의 재발급은 처음 발급 받은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있는 카드를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한다

면, 보유하고 있던 카드 발급처를 방문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

을 수 있다. 이때 재발급 비용은 인증료는 별도로 없으며, 카드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카드의 종류에 따라 있을 수 있다. (발급 

카드의 규정에 따른다.)

최근 3년간 ISIC 카드 발급 현황!

온라인 ISIC에서의 한국 : 신청에서 카드발급, 혜택정보 News e-mail까지 온라인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2013 2014 2015

한국 ISIC 발급 수 (TOTAL) 84,911 114,754 139,954

일반형 ISIC 발급 수 21,471 22,919 28,858

체크카드 발급 수 42,613 73,577 93,626

기타 (전교생 제휴카드 등) 20,881 18,258 17,470

2016년형 시스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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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카드에 여러가지 기능을 함께하는 스마트카드의  

등장은 ISIC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ISIC Association은 변화

에 맞는 새로운 ISIC 디자인을 세계에 소개하고 회원국의 제휴  

대학 및 여러 제휴처들과 함께 다양한 모델의 새로운 ISIC 

스마트카드를 등장 시켰다. 현재 세계에서는 일반 ISIC  

카드에 제휴처 로고 공유를 통해 학생들에게 그 상징을  

알리는 간단한 제휴에서부터, 카드에 스마트칩을 공유하여  

학생들이 하나의 카드로 신분 증명 뿐만 아니라 할인혜택 이용,  

금융결제, ATM 단말기 이용도 가능한 여러가지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카드 제휴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ISIC ID카드에서 공동브랜드 스마트카드로의 변화!

• 아프리카 경영대학 MUA에서는 케냐 최초로 ISIC과 공동 브랜드카드

를 출시하고 학생들에게 ISIC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 레바논에서는 트리폴리 복음주의 학교, Saggesse 고등학교, 레바논 

복음주의 학교, 그리고 prestig- ious École Supérieure des Affaires

학교와 공동브랜드 제휴를 하고 있다.

• 포르투칼 리스본에 위치한 의 명문 법대 the Associaçóo Académica 

da Faculdade de Direito de Lisboa는 ISIC과 공동 브랜드 제휴를 하

였다.

• 스위스의 Kantonsschule Zug School에서는 칩 기술을 포함 한 다기

능 카드의 ISIC과 학생증의 공동 브랜드 카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ITIC와 제휴된 국제교사증 기능이 겸비된 카드를 제공함

으로 학생, 교사를 위한 Global 혜택 제공이 가능한 공동브랜드 제휴

를 하였다.

학교 학생증으로의 ISIC - 국가별 제휴 사례 

  세계 1,000여 개의 중·고·대학교에서는 학교 학생증과 ISIC의 제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학생증으로 ISIC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 모델에 따라 단순 ID 기능 공유에서 스마트카드 

기능 겸비를 통한 교내 전산 시스템 통합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기능  

카드 제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 불가리아 최대 규모의 소피아 대학에서는 ISIC과 교내 학생증 공동  

브랜드 카드 발급을 통해 학생들이 ISIC의 모든 혜택을 이용 할 수 있음

은 물론 교내 도서관, 교내 시설, 기숙사 시설 등을 동일한 카드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체코에서는 400여개의 중학교에 ISIC 공동 브랜드 학생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발급 받고 ISIC의 혜택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업무지

원을 준비하고 있다.

• 캐나다에서는 2014년 조지브라운 대학, 벤쿠버 아일랜드 학생연합

(EU)과의 공동 브랜드 카드를 포함하여 5 종류의 아카데미 공동 브랜

드 카드가 출시 되었다.

• 덴마크에서는 대학, 전문학교와 함께 학생 20,000여명을 대상으로 하

는 공동 브랜드 카드가 발급 운영되어지고 있다.

• 프랑스는 129개의 학교와 공동 브랜드 학생증을 발급 운영하고 있으

며, 제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편리한 발급 서비스 시스템 및 혜택 정

보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Top: Korea University ISIC co-brand in Korea. 
Below (left to right): ISA Lille ISIC co-brand in France; Le Cordon Bleu ISIC co-brand in Japan; Kantonschule Zug ISIC co-brand in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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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증 제휴

1) 교내 학생증과 ISIC을 하나의 학생증으로 제휴하고 학생들이 

ISIC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교내 학생증 기능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003년 국내 최초로 아주대학교에서 학생증 겸용 ISIC을 도입했으

며, 그외 경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신라대학교가 도입했다.

2) 학생들이 교내 홈페이지에서 국제학생증 ISIC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학교에서 ISIC 발급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ISIC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국내 155개 대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동브랜드 모델로 대학에  

따라 사용하는 카드는 ①일반카드, ②교내 입점 은행 발급 금융겸용 

공등 브랜드 카드, ③교내에 은행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은행에 방문

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금융겸용 공동브랜드 카드가 있다.

은행 제휴

  ISIC은 국내 9개 은행과 제휴를 하고 있으며, 은행에 따라 제휴 대학

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또는 일반 영업점에서 방문하는 

고객에게 ISIC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휴를 하고 있다.

1) KEB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바로 발급 서비스)

2001년 국내 최초로 공동브랜드 제휴를 시작한 KEB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금융겸용 공동브랜드 카드를 바로 발급하는 서비

스를 제공한다.

2) 신한은행

대학에 가까이 위치한 일부 영업점 또는 학교 교내에 위치한 영업점

에서 ISIC 공동 브랜드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외에 국내 제휴 은행으로는

IBK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이 있다.

Photograph by Alex Sporea, 60 Great ISIC Experiences Student photo Competition entrant.

한국의 ISIC 제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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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ISIC을 인증하고 있는가?

  ISIC Association에서는 60여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및 학생 관련 기관, 기구에 ISIC을 소개하고, 세계 

공통 학생 신분증을 통한 학생 권익 증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1968년 유네스코는 ISIC을 공식 인증하고 

ISIC Association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세계에 ISIC을 함께 소개하고 학생 혜택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외의 많은 기관에서도 ISIC을을 인증하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Photograph by Lukas Grajauskas, ISIC 60 Great Experiences Student Photo Competition entrant.

UNESCO partnership 

developments

Since the early years of 

the ISIC card, the United Nations Education-

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

ESCO) has been involved in the develop-

ment of the card, leading to an official 

endorsement in 1968, with UNESCO recog-

nising the ISIC card as the only internation-

ally accepted proof of fulltime student sta-

tus and a unique document encouraging 

cultural exchange and international under-

standing. Together in 2014, the ISIC Associ-

ation and UNESCO took the first step in the 

renewal of the existing ISIC- UNESCO 

co-operation agreement, with the ISIC As-

sociation again officially acknowledged as a 

valuable partner under UNESCO’s updated 

directives concerning partnerships with non- 

government organisations. 2015 is expected 

to see the introduction of a renewed part-

nership agreement with UNESCO, designed 

to promote common objectives in the field 

of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Examples of endorsements and strate-

gic co-operations

Secretaria de Turismo of Province of 

Buenos Aires, Argentina

Ministry of Education, Bulgaria

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Canada

CD: National Railway, Czech Republic

Danske Studerendes Fællesrd, Denmark

Ministry of Culture, Egypt

Estonian Teachers Union, Estonia

Finnish National UNESCO Commission, 

Finland

Icelandic National UNESCO Commission, 

Iceland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Indonesia

City Council of Rome, Italy

Ministry of Education, Kenya

Riga City Transport Department, Latvia

Heritage Malta: Agency for Museums and 

Cultural Heritage, Malta

Tourism Malaysia, Malaysia

Netherlands National UNESCO Commis-

sion, Netherlands

Norwegian National UNESCO Commission, 

Norway

Community of Andean Nations, Peru

Association for the Support of Youth, 

Students and Teachers, Romania

Ministry of Culture, Russia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Sport, Slovakia

Zavod Ypsilon: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Youth Culture, Slovenia

Ministry of Education, Sri Lanka

Swedish National UNESCO Commission, 

Sweden

National Union of Syrian Students, Syria

Ministry of Tourism,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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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above (top to bottom): Members of the National Union for University Students in Finland (SYL); 
ISIC Serbia signed a MoU with the Government of Serbia in 2014; Saint Basil’s Cathedral, Moscow,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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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C Global Office B.V. (IGO) certifies that the organisation named herein is a certified member 
of the ISIC Association and is fully authorised to represent, promote and distribute the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ISIC), the International Youth Travel Card (IYTC) and the International 
Teacher Identity Card (ITIC) in the status of ISIC Exclusive Representative in South Korea.

KISES

South Korea

2016

KISES has accepted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to issue ISIC, IYTC and ITIC cards only to 
eligible applicants, and under strict standards and conditions of sale established by IGO.

Certificate
ISIC Exclusive Representative

This Certificate of Membership is valid for the year of issue and is subject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card issuing 
determined by the ISIC Global Office (IGO). IGO is the management company of the ISIC Association based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The ISIC Association is endorsed by UNESCO and is a founding member of the World Youth Student & 
Educational Travel Confederation (WYSETC).

AUTHORISED BY

Todd Almeida, Managing Director, ISIC Global Office B.V.

KISES가 ISIC의 한국 대표부임을 확인하는 ISIC Associationd의 공식 확인서
(KISES는 Korea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Society 한국국제학생교류회의 약자로, 영문명의 특허는 키세스투어(주)에 있다.)

KISES 연혁

1974년 교육부 등록 비영리 사회단체 한국국제청년학생교류회 창립

1981년 ISTC 연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대표부로 선정

 한국 내 ISIC/ITIC/IYTC 발급 실시

1982년 외무부 산하 사회단체로 이관 등록 

1988년 소련 국영 학생여행사와 함께 소련 대학생 방한 올림픽 참여행사 주관

1989년 KISES TOURS 설립

1994년 서울특별시 산하 비영리 사회단체로 이전 등록 

2001년 한국철도청과의 업무 제휴 협정

 외환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국제현금카드 ISIC 발급

 전남대, 숙명여대, 아주대 학생서비스센터와  

 국제학생증 발급서비스 협약

2003년 아주대학교 국내 최초 교내 학생증 기능 도입

2004년 한국국제학생교류회 법인 등록 

2005년 경남은행, 비씨카드 ISIC 제휴 협정

2007년 외환은행 전국지점 ISIC 즉시 발급 업무 제휴

2008년 하나은행 ISIC 제휴 협정

2009년 신한은행, 씨티은행 ISIC 제휴 협정

2016년 현재 전국 165개 대학 캠퍼스, 9개 은행, 3개 카드사와  

 제휴하여 ISIC 발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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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C issuing university campuses (165)

가천대학교(글로벌)
GACHON UNIVERSITY

www.gachon.ac.kr

가천대학교(메디컬)

GACHON UNIVERSITY

www.gachon.ac.kr

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ww.catholic.ac.kr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
TIONAL UNIVERSITY

www.gwnu.ac.kr

강원대학교 (춘천)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ww.kangwon.ac.kr

강원대학교 (삼척)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ww.kangwon.ac.kr

건국대학교 (서울)

KONKUK UNIVERSITY

www.konkuk.ac.kr

건국대학교 (글로컬)

KONKUK UNIVERSITY

www.konkuk.ac.kr

건양대학교

KONYANG UNIVERSITY

www.konyang.ac.kr

건양사이버대학교

KONYANG CYBER UNIVER-
SITY

WWW.KYCU.AC.KR

경기대학교

KYONGGI UNIVERSITY

www.kyonggi.ac.kr

경남대학교

KUNGNAM UNIVERSITY

www.kyungnam.ac.kr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ww.knu.ac.kr

경북보건대학교

GYEONGBUK COLLEGE OF 
HEALTH

www.gch.ac.kr

경상대학교

GYEONGSAN NATIONAL 

UNIVERSITY

www.gnu.ac.kr

경성대학교

KYUNGSUNG UNIVERSITY

www.ks.ac.kr

경운대학교

KYUNGWOON UNIVERSTIY

www.ikw.ac.kr

경인교육대학교 (경기)

GYEONGIN NATIONAL UNI-
VERSITY OF EDUCATION

www.ginue.ac.kr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GYEONGIN NATIONAL UNI-
VERSITY OF EDUCATION

www.ginue.ac.kr

경인여자대학교

KYUNGIN WOMEN’S UNI-
VERSITY

www.kiwu.ac.kr

경일대학교

KYUNGIL UNIVERSITY

www.kiu.ac.kr

경희대학교 (서울)

KYUNGHEE UNIVERSITY

www.khu.ac.kr

경희대학교 (국제)

KYUNGHEE UNIVERSITY

www.khu.ac.kr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HEE CYBER UNIVER-
SITY

www.khcu.ac.k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www.kmu.ac.kr

계원예술대학교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www.kaywon.ac.kr

고려대학교 (안암)

KOREA UNIVERSITY

www.korea.ac.kr

고려대학교 (세종)

KOREA UNIVERSITY

www.korea.ac.kr

고려사이버대학교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www.cuk.edu

고신대학교

KOSIN UNIVERSITY

www.kosin.ac.kr

공주대학교 (신관)

KONGJU NATIONAL UNI-
VERSITY

www.kongju.ac.kr

공주대학교 (예산)

KONGJU NATIONAL UNI-
VERSITY

www.kongju.ac.kr

공주대학교 (천안)

KONGJU NATIONAL UNI-
VERSITY

www.kongju.ac.kr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www.ust.ac.kr

광주교육대학교

GWANGJU NATIONAL UNI-
VERSITY OF EDUCATION

www.gnue.ac.kr

구미대학교

GUMI UNIVERSITY

www.gumi.ac.kr

국립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E 
OF TECHNOLOGY

 www.kumoh.ac.kr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www.kookmin.ac.kr

극동대학교

FAR EAST UNIVERSITY

www.kdu.ac.kr

단국대학교 (죽전)

DANKOOK UNIVERSITY

www.dankook.ac.kr

단국대학교 (천안)

DANKOOK UNIVERSITY

www.dankook.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www.cu.ac.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www.dgist.ac.kr

대구교육대학교

DAEGU NATIONAL UNIVERSI-
TY OF EDUCATION

WWW.DNUE.AC.KR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www.daegu.ac.kr

대구보건대학교

DAEGU HEALTH COLLEGEY

www.dhc.ac.kr

대구예술대학교

DAEGU ARTS UNIVERSITY

www.dgau.ac.kr

대덕대학교

DAEDUK COLLEGE

www.ddc.ac.kr

대전대학교

DAEJEON UNIVERSITY

www.dju.ac.kr

대전대학교 (둔산)

DAEJEON UNIVERSITY

www.dju.ac.kr

대진대학교

DAEJIN UNIVERSITY

www.daejin.ac.kr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
VERSITY

www.duksung.ac.kr

동국대학교 (서울)

DONGGUK UNIVERSITY

www.dongguk.edu

동국대학교 (경주)

DONGGUK UNIVERSITY

www.dongguk.edu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
VERSITY

www.dongduk.ac.kr

동명대학교

TONGMYONG UNIVERSITY

www.tu.ac.kr

동서대학교

DONGSEO UNIVERSITY

www.dongseo.ac.kr

동서울대학교

DONG SEOUL UNIVERSITY

www.dsc.ac.kr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www.donga.ac.kr

동양대학교

DONGYANG UNIVERSITY

www.dyu.ac.kr

동의대학교

DONG-EUI UNIVERSITY

www.deu.ac.kr

마산대학교

MASAN UNIVERSITY

www.masan.ac.kr

명지대학교 (인문)

MYONGJI UNIVERSITY

www.mju.ac.kr

명지대학교 (자연)

MYONGJI UNIVERSITY

WWW.MJU.AC.KR

명지전문대학교

MYONGI COLLEGE

www.mjc.ac.kr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www.mokwon.ac.kr

목포대학교

MOKPO NATIONAL UNIVER-
SITY

www.mokpo.ac.kr

배재대학교

PAI CHAI UNIVERSITY

www.pcu.ac.kr

백석대학교

BAEKSEOK UNIVERSITY

www.bu.ac.kr

백석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AEKSEOK UNIVERSITY

www.bugs.ac.kr

백석문화대학교

BAEKSEOK CULTURE UNI-
VERSITY

www.bscu.ac.kr

백석예술대학교

BAEKSEOK ARTS UNIVERSITY

gpin.bau.ac.kr

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
VERSITY

www.pknu.ac.kr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www.cup.ac.kr

부산교육대학교

BUSAN NATIONAL UNIVERSI-
TY OF EDUCATION

www.bnue.ac.kr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
SITY

www.pusan.ac.kr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
EIGN STUDIES

www.bufs.ac.kr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ww.cufs.ac.kr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www.syu.ac.kr

삼육보건대학교

SAHMYOOK HEALTH UNI-
VERSITY COLLEGE

www.s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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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SANGJI UNIVERSITY

www.sangji.ac.kr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www.sogang.ac.kr

서경대학교

SEOKYEONG UNIVERSITY

www.skuniv.ac.kr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
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ww.snut.ac.kr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
TY OF EDUCATION

www.snue.ac.kr

서울디지털대학교

SEOUL DIGITAL UNIVERSITY

www.sdu.ac.kr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www.uos.ac.kr

서울신학대학교

SEOUL THEOLOGICAL UNI-
VERSITY

www.stu.ac.kr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
SITY

www.swu.ac.kr

서울현대전문학교

SEOUL HYUNDAI

www.hyundai1990.ac.kr

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

www.sunmoon.ac.kr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

www.sungkyul.ac.kr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SUNGKYUNKWAN UNIVER-
SITY

www.skku.edu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SUNGKYUNKWAN UNIVER-
SITY

www.skku.edu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
VERSITY

www.sungshin.ac.kr

세명대학교

SEMYUNG UNIVERSITY

www.semyung.ac.kr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세종사이버대학교

SEJONG CYBER UNIVERSITY

www.sjcu.ac.kr

수원대학교

THE UNIVERSITY OF SUWON

www.suwon.ac.kr

수원여자대학교

SUWON WOMEN’S UNIVER-
SITY

www.swc.ac.kr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ww.sookmyung.ac.kr

순천대학교

SUNCHON NATIONAL UNI-
VERSITY

www.sunchon.ac.kr

순천향대학교

SOONCHUNHYANG UNI-
VERSITY

www.sch.ac.kr

숭실사이버대학교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www.kcu.ac

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

www.sewc.ac.kr

신라대학교

SILLA UNIVERSITY

www.silla.ac.kr

신안산대학교

SAU

www.ansantc.ac.kr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www.shinhan.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SIAN CENTER FOR THE-
OLOGICAL STUDIES AND 
MISSION

www.acts.ac.kr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www.ajou.ac.kr

안동대학교

ANDONG NATIONAL UNI-
VERSITY

www.andong.ac.kr

안산대학교

ANSAN UNIVERSITY

www.ansan.ac.kr

안양대학교

ANYANG UNIVERSITY

www.anyang.ac.kr

열린사이버대학교

OPEN CYBER UNIVERSITY

www.ocu.ac.kr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www.yu.ac.kr

영산대학교 (해운대)

YOUNGSAN UNIVERSITY

www.ysu.ac.kr

영산대학교 (양산)

YOUNGSAN UNIVERSITY

www.ysu.ac.kr

우석대학교 (전주)

WOOSUK UNIVERSITY

www.woosuk.ac.kr

우석대학교 (진천)

WOOSUK UNIVERSITY

www.woosuk.ac.kr

우송대학교

WOOSONG UNIVERSITY

www.wsu.ac.kr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www.wku.ac.kr

울산과학기술원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
OGY

www.unist.ac.kr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www.ulsan.ac.kr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www.ewha.ac.kr

인덕대학교

INDUK UNIVERSITY

www.induk.ac.kr

인제대학교

JNJE UNIVERSITY

www.inje.ac.kr

인천대학교

INCHEON NATIONAL UNI-
VERSITY

WWW.INU.AC.KR

인천가톨릭대학교

INCHEON CATHOLIC UNI-
VERSITY

www.iccu.ac.kr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www.inha.ac.kr

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UNIVER-
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www.pcts.ac.kr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
VERSITY

www.jnu.ac.kr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www.jj.ac.kr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www.jejunu.ac.k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ww.chosun.ac.kr

중부대학교

JOONGBU UNIVERSITY

www.joongbu.ac.kr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www.cau.ac.kr

진주교육대학교

CHINJU NATIONAL UNIVERSI-
TY OF EDUCATION

www.cue.ac.kr

창원대학교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www.changwon.ac.kr

청운대학교 (인천)

CHUNGWOON UNIVERSITY

www.chungwoon.ac.k

청운대학교 (홍성)

CHUNGWOON UNIVERSITY

www.chungwoon.ac.k

추계예술대학교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www.chugye.ac.kr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ww.cnu.ac.kr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ww.chungbuk.ac.kr

평택대학교

PYEONGTAEK UNIVERSITY

www.ptuniv.ac.kr

포항공과대학교

POHANG UNIVERSITY OF SCI-
ENCE AND TECHNOLOGY

www.postech.ac.kr

한국과학기술원

KOREA ADVANCED INSTI-
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ww.kaist.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www.knou.ac.kr

한국산업기술대학교

SAMPLE UNIVERSITY

WWW.000.AC.KR

한국예술종합학교

SAMPLE UNIVERSITY

WWW.000.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HANKUK UNIVERISITY OF 
FOREIGN STUDIES

ww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HANKUK UNIVERISITY OF 
FOREIGN STUDIES

www.hufs.ac.kr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
TY OF CULTURAL HERITAGE

www.nuch.ac.kr

한국체육대학교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www.knsu.ac.kr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www.kmou.ac.kr

한남대학교

HANNAM UNIVERSITY

www.hannam.ac.kr

한려대학교

HANLYO UNIVERSITY

www.hanlyo.ac.kr

한림대학교

HALLYM UNIVERSITY

www.hallym.ac.kr

한림성심대학교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www.hsc.ac.kr

한밭대학교

Hanbat National University
www.hanbat.ac.kr

한서대학교

HANSEO UNIVERSITY

www.hanseo.ac.kr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www.hansung.ac.kr

한신대학교

HANSHIN UNIVERSITY

www.hs.ac.kr

한양대학교 (서울)

HANYANG UNIVERSITY

www.hanyang.ac.kr

한양대학교 (ERICA)

HANYANG UNIVERSITY

www.hanyang.ac.kr

한양사이버대학교

HANYANG CYBER UNIVER-
SITY

www.hycu.ac.kr



KISES

Korea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Society 

+82-2-733-9393｜YMCA BLDG., SUITE 505, 69 JONGNO, JONGNO-GU, SEOUL 03164 KOREA

www.isic.co.kr | www.isic.org

인쇄: 2016년 0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