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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대학교 외국인학생 장학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과 재외국민 학생1)에게 학업성취 의욕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장학 프로그램은 주최기관에 따라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서울대 본부주관 외국인 장학금((1) 서울대학교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2) 국제협력본부에서 

운영하는 장학금)과 공과대학본부 및 공과대학 각 학부(과)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브랜드 SNU’를 위한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해온 결과 국제교류협정비율이 

지난 2~3년의 기간 동안 20% 정도 증가 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또한 2010년 2천3백여 명, 2011년 2천 

4백여 명, 2012년에는 2천 6백여 명, 2013년에는 2천 8백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1>. 

<표1.> 서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황(명)

1)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써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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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대학교 본부주관 외국인장학금

Ⅱ-1. 서울대학교 복지과 외국인학생 장학금

서울대학교 본부 복지과에서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 가계가 곤란하여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하여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1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개요]

①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학부생에 한함) : 자비유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공에 

상관없이 가계곤란도 위주로 선발 

② 유학생장학금 : 자비유학생 중 가계곤란도 혹은 성적으로 선발

[주요내용]

• 선발대상 : ①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으로써 연소득 $26,978이하(2013학년도 1학기 기준) 가계의 

자녀(학부생에 한함)

      ※ 선발대상 연소득은 향 후 달라질 수있음.

 ② 가계곤란 또는 성적우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선발인원 : 학기마다 예산에 따라 인원 배정

• 지원내역 : 등록금 ① 유학생맞춤형장학금(최대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혹은 반액)

② 유학생장학금(등록금 일부)

• 선발시기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및 선정 기간(6월,12월)

• 선발절차 :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 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각 소속 학부(과)) → 심사(복지과) → 최종 선정

  ※ 유학생맞춤형장학금의 경우 소득증빙서류원본 필요함.

• 연락처 : 각 학부(과) 장학담당자 또는 

              공과대학 장학담당자 ☎02)880-7010, email: juhikwo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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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외국인학생 장학금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는 외국인 학생 및 재외국민 모국 수학생의 지원, 학사지도 각종 홍보, 안내 등을 

하는 곳으로써 서울대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 모국 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협력본부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는 외국인 우수대학원생 지원프로그

램(GSFS),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지원사업, SNU President Fellowship 등이 있다. 이밖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초청 장학프로그램 및 교외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이 있다 <부록4,5. 서울

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외국인 장학금 안내(KOR/ENG)>.

1  GSFS 장학금(Graduate Scholarship for Excellent Foreign Student)

[개요]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확보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 증대를 통하여 교육의 

국제화 및 지한 고급인력 양성

[주요내용]

• 선발대상 : 대학원의 특정 학과(매 학기 변경) 합격자 중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학생

  (※국가별 학사학위 취득 해당 대학 목록 확인)

• 선발인원 : 대학원 신입생 20명

• 지원내역 : ① 등록금 - 최대 4학기 전액

  ② 생활비 - 월 50만원 이상(학과별 상이)

• 선발시기 : 매 학기 외국인특별전형 시

• 선발절차 : 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국제협력본부) → 심사(신청서 및 입학전형 자료 등) → 최종 선정

• 연락처 : ☎02)880-2519, email: jinavic@snu.ac.kr

  <부록1. 외국인 우수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GSFS) 운영안내>

2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지원 사업

[개요]

외국인 우수인재 신규유치, 주요거점대학 지정을 통한 한국학, 기초학문분야 육성 지원, 자원개발국가 및 최빈

국가 교육기반 구축

[주요내용]

• 선발대상 :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예정인 학부 및 대학원생

• 선발인원 : TBA (To be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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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역 : ① 등록금 - 전액 

  ② 생활비 - 상황에 따라 금액 달라짐

    ③ 항공료 - 대학원생 한정

    ④ 한국어 연수비 등

※ 장학금 지원시기 및 장학금액 및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선발시기 : 매 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시

• 선발절차 : TBA (To be announced)

• 연락처 : ☎ 02)880-2519, email: jinavic@snu.ac.kr

  <부록2.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 지원사업 운영안내>

3  SNU President Fellowship

[개요]

개도국의 고등교육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협력강화에 기여

[주요내용]

• 선발대상 : 박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개도국 주요대학의 대학교원으로서 박사학위 미소지자(AUF 회원 

대학 소속 교원 우선 선발)

  ※ 공학, 의학, 보건학, 농학, 한국학 전공자 우선 선발

• 선발인원 : TBA (To be announced)

• 지원내역 : ① 등록금 - 학기당 400만원 * 2개 학기 

   ② 생활비 및 숙박비 - 월 150만원 * 12개월

   ③ 항공료 - 약 200만원

    ④ 기타부대비용지원 - 약 200만원

      ※ 장학금 지원시기 및 장학금액 및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선발시기 :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발표 이후

• 선발절차 :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신청 → 국제협력본부 SNU President Fellowship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 연락처 : ☎ 02)880-5085, email: pinesjh@snu.ac.kr

  <부록3. AUF 회원대학 리스트(29 Universities i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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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343 363 368

Ⅲ.  공과대학 외국인학생 장학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우수 외국인 유치를 통한 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 학문 풍토 조성 및 고급두뇌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

학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공과대학본부에서는  동남아시아교수 서울대학교 유학 장학금 (동부문

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및 각 학부(과)에서도 SNU 프리시젼 장학금(SNU Precision), SEE 장학금, 국

제IT정책과정(약칭 ITPP) 및 국제에너지정책과정(약칭 IEPP) 장학프로그램과 같은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부록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외국인 장학금 안내(ENG)>.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1946년 발족한 이래 현재 6개 학부, 5개 학과 총 11개 학부(과)로 이루어져있으며 

317명의 교수 및 6천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 되어있으며 이중 외국인학생은 368여 명으로 공과대학 내 약 

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표 2>. 

<표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외국인 유학생 현황 (명)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출신의 우수공학도의 해외유학을 지원하고자 교외재단에서 해외 우수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부록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내국인 학생 해외유학 장학

금 안내>.

1  동부문화재단 동남아시아 교수 서울대학교 유학 장학금

[개요]

동남아시아지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요대학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간의 학문적, 인적 교류 

활성화 

[주요내용]

• 선발대상 :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대학의 교수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선발인원 : 매년 상이

• 지원내역 :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 원 내외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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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시기 : 매년 4월, 10월 

• 선발절차 : 각 학부(과) 공문발송→지원자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부그룹 외국교수 학위취득 

장학금 선발위원회를 구성(학장단)하여 추천 → 동부그룹 최종선발

• 연락처 : ☎ 02)880-7010, email: juhikwon@snu.ac.kr

2  SNU 프리시젼 장학금(SNU Precision)

[개요]

베트남과 국제 교류 활성화 

[주요내용]

• 선발대상 : 베트남 국적학생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위한 전략 대학 출신자로서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

과정 진학예정자로써 졸업 후 교수직이 보장된 자

• 선발인원 : 약 2명 

• 지원내역 : ① 1인당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생활비는 지도교수 재량)

    ② 석사 및 박사학위 2년간 지원

• 선발시기 : 서울대학교 외국인특별전형 시

• 선발절차 : 국제협력담당 교수 베트남 방문→ 외국인특별전형 지원자 중 현지 인터뷰진행자 심사 → 

선발

• 연락처 : ☎ 02)880-7108, email: sryoung@snu.ac.kr

3  SEE 장학금

[개요]

전기공학부 차상균교수가 마련한 기금으로써 자비로 유학예정인 형편이 어려운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학업장려

[주요내용]

• 선발대상 : 외국인특별전형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써 전기정보공학부 석사과정 지원자

• 선발인원 : 외국인특별전형 심사 시 1~2명

• 지원내역 : ① 등록금 전액(학부 50%, 지도교수 50%)

    ② 생활비 - 월 100만원(학부 50%, 지도교수 50%)

    ③ 항공료 및 정착비 각 100만원

    ④ 석사학위 2년간 지원

• 선발시기 : 서울대학교 외국인특별전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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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절차 : 전기공학부 홈페이지(http://eei.snu.ac.kr/english/education/SEE.php)를 통한 관련 공

지확인 후 외국인특별전형 지원 및 SEE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한 자 중 선발

• 연락처: ☎ 02)880-1778, email: munseon@snu.ac.kr

4  국제IT정책과정(약칭 ITPP) 및 국제에너지정책과정(약칭 IEPP)

[개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TEMEP)과정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Pro-Korean 

정보통신 및 에너지 정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계열 공무원을 선발·교육 지원하는 

국제IT정책과정(ITPP)과 자원전쟁의 시대에 자원 부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자원외교의 지원을 위해 추진

하고 있는 국제에너지정책과정(IEPP)을 운영

[주요내용]

• 선발대상 : ① 해당국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정부기관 IT 및 에너지분야 공무원으로서 서울대 입학기

준에 적합한 자

    ② 석사과정 지원자는 학사학위 이상, 박사과정 지원자는 석사학위 소지자

• 선발인원 : 매년 상이

• 지원내역 : ① 석사 2년, 박사 3년간 등록금 전액

    ② 석사 2년, 박사 3년간 생활비 및 기숙사비(월 평균 150만원)

    ③ 편도 항공료(처음 입국 시 1회, 일반석 기준 실비지급)

    ④ 초기정착금(20만원, 1회)

    ⑤ 국민건강보험(가족포함, 연간 약 40만원) 

    ⑥ 한국어교육비, 특별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

• 선발시기 : 서울대학교 외국인특별전형 시

• 선발절차 : 해당국 정부에서부터 추천→ 외국인특별전형 지원→ 서류심사→ 전화인터뷰 → 최종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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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비고

신청서 접수 5월~8월 IEPP website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심사 9월 서류심사 후 전화인터뷰

합격발표 11월 신청결과확인 (http://iepp.snu.ac.kr) 

입학일 3월 2일

  * 국제IT정책과정(약칭 ITPP)

일시
비고

전기 후기

신청서 접수 8월 3월 ITPP website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심사 8월 3~4월 서류심사 후 전화인터뷰

합격발표 8월 4월 신청결과확인 (http://itpp.snu.ac.kr)

입학일 3월2일 9월1일

 * 국제에너지정책과정(약칭 IEPP)

• ITPP 프로그램 연락처: ☎ 02)880-9140, email: sukgee1@snu.ac.kr

• IEPP 프로그램 연락처: ☎ 02)880-1521, email: jyk@snu.ac.kr

5  현송문화재단 국내유학 외국인 장학금

[개요]

공과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조선족 포함)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사회에 유익한 

인재양성

[주요내용]

• 선발대상 : 석사 - 본교 공과대학(기계항공공학부/재료공학부) 신입생 중 공대학장 추천을 받은 자

• 선발인원 : 석사 - 2명(기계항공공학부 1명/재료공학부 1명)

• 지원내역 : 1인당 연간 1,000만원(2년간 지원)

• 선발시기 : 매년 6~8월 경

• 선발절차 : 서류 제출→ 1차 심사(공과대학)→ 2차심사(재단)→ 최종선정(재단)

• 연락처 : ☎ 02)880-7010,juhikwon@snu.ac.kr

  ※ 장학금 지원시기 및 장학금액은 지원 재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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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외국인 장학금 안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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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외국인 우수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GSFS)’운영안내
Graduate Scholarship for Excellent Foreign Student

1.장학금 목적

  가.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확보를 통한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나.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 증대를 통한 교육의 국제화 추진

  다. 학생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창의적 학문 풍토 조성

  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지한(知韓) 고급인력 양성

2. 지원 자격

  가.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하고 학사(석사과정지원자) 또는 석사(박사과정 지원자)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본 프로그램 이수 후 자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신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자

  다. 학사 학위를 ‘국가별 해당 대학[표1 참조]에서 취득 한 자 [가~다 요건이 모두상응 되는 자]

3. 전형 요소 및 전형방법

  가. 제출서류: GSFS 장학금 지원서 1부(재정관련 서류첨부)

  나. 전형절차: On-Line으로 입학지원, GSFS지원서우편or방문 제출(외국인특별전형 입시지원마감 일정과 

동일) 

  다. 전형방법: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중 GSFS지원서제출자 안에서 대상자선별, 모집단위 대학(원)      

에서 적격으로 평가받은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된 자를 특별전형 평가서에 GSFS 대상여부 

표시

4. 지원규모

  가. 등록금 지원: 석·박사 모두 입학학기 포함 4개 학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년)

  나. 생활비 지원: 각 학부(과) 생활비 지원방안에 따라 상이함(기준: 매월 최소50만원이상, 

2년이상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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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추진일정(사정에 따라 일시는 약간의 변동 가능성 있음)

주요업무 담당부서
일시

비고
후기 전기

1

각 학부(과) 시행계획수립

(지도교수명-생활비지원규모 및 기간(필수), 

인원, 국가별 희망 추가대학 등)

각학부(과)취합 12~1월 5~6월
학부(과)

필수

2 서울대학교 시행계획수립 국제협력본부 2월 7월

3 장학금 홍보: 홈페이지 및 E-Mail 국제협력본부 2월 7월 

4
On-line지원서 접수마감(입시지원마감 일 

하루전)
입학본부 2월 말 7월 말 학생필수

5
장학금신청서 우편접수마감(입시지원마감 일 

동일)
국제협력본부 2월 말 7월 말 학생필수

6 GSFS 대상자 선별 및 전형 각학부(과) 3월~4월 9월~10월

7 입학 합격자 발표 입학본부 4월 중순 11월 중순

8 GSFS 합격자 발표 국제협력본부 5월 초 12월 초

9 표준입학허가서 및 안내문 발송 국제협력본부 5월 중순
12월 

중순

6. 예상 Q&A

   Q. GSFS 관련 공지를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A. 서울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 외국인특별전형공지사항-> 

GSFS안내에서 학생용 안내사항 및 시행계획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GSFS 전형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 1. 전기전형은 약 6월, 후기전형은 약 1월경에 각 학부(과)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대로 제출

2. 시행계획에 반드시 지도교수 명 과 매월 최소 50만원을 2년 이상 지급 가능함이 표기

3. 각 단대 계획을 수합하여 국제협력본부에서 최종 시행계획 수립

   (단대별 최대인원이 한정(대략2~3명)되어있으므로 학부(과) 시행계획 상 희망인원대로 선발 불가)

4. 추 후 입시일정안내와 함께 GSFS전형이 동시에 공지

5. 지원예정인 외국인학생에게 On-line 입학지원 및 장학금 온라인 신청서 우편제출 공지

6. GSFS신청자를 대상으로 각 단대에서 국제협력본부 최종 배정인원 시행계획 상의 인원을 선발

7. 입학합격자 발표 및 GSFS대상자 발표 후 표준입학허가서가 대상자에게 발송

     상기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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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GSFS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생활비 지원방안을 제출한 학부(과)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확정·제출 

한 학과만 선발에 참여 가능합니다. 외국인지원학생은 반드시 On-line 신청 및 국제협력본부 담당자에

게 장학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Q. 혹시 학생이 입학지원에만 신경을 쓰느라 GSFS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추후 입학이 확정되면 추가

로 GSFS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없습니다. GSFS장학신청을 반드시 완료한 학생 및 생활비 지원방안을 제출한 학부(과)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꼭 해당학기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각 학부(과) 시행계획 수립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만약 제출을 안하면 해당 학기입시에는 학생 선발이 

불가능한지요?

  A. 네, GSFS 전형은 매학기 입시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만약 각 학부(과) 시행계획(GSFS 장학

생을 지원해주실 교수님 및 생활비지원규모 와 기간, 선발인원 등)을 제출하지 않은 학부(과)는 선발가

능학부(과)에서 제외됩니다.

  Q. 과거의 선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A. 공과대학 선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학년도 2011 2012 2013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기계 1 기계 1 건설 1 기계 1 기계 2 건설 4 전컴 2 기계 1

화생 1 에너지
시스템 1 화생 1 재료 2

재료 1

총 1명 총 1명 총 2명 총 3명 총 3명 총 4명 총 2명 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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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GSFS 국가별 해당 대학 리스트

국 가 대 학

네팔 트리부반대, Kathmandu University, B.P.Koirala Institute of Health Science,The Institute of
Forestry (IOF), Pokhara 대학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말레이시아기술대(UTM), 말레이시아과학대(USM), 푸트라말레시아대, 사바말레이시아대, 캐방산대

몽골 몽골국립대, 몽골과기대, 울란바토르대, 몽골국립농업대학교, 몽골인문대학교, Health Sciences
University of Mongolia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호치민국립대, 하노이국립교육대, 하노이법률대, 하노이건축대, 건축연구소, 타이뉴엔농
림대, 농람대, 칸토대, Hanoi University of Civil Eng. 하노이개방대학, 하노이약대, Hochiminh City
University of Technology, Hanoi University of Science,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Vietnam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nnoi University of Odonto-Stomatology,
Haiphong Medical University, Hanoi Agricultural University, Saigon Technology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Medicine & Pharmacy at Hochi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Hanoi Medical University,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Science,
Ho Chi Minh City, Hannoi School of Public Health, 하노이 농과대학, Hanoi University Mining
and Geology

라오스 라오스국립대

러시아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Moscow State University, National Economics Academy under
the 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미얀마 양곤대, University of Forestry, Yezin, 임학연구소, Myanmar Agriculture University

캄보디아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왕립농업대, University of Health Care Science, Mae Fah
Luang University

방글라데시
이슬라믹기술대, 방글라데시공업기술대, North South University(NSU), City Dental College,
University of Dhaka, Khulna University, Bangladesh Agricultural University, University of
Development Alternative, East West University

파키스탄
국립과학기술대, Ghulam lshaq Khan Institute of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Szab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Lahore, Bloan
Medical College

예멘 예멘과학기술대
콩고 콩고대학, 킨샤샤대학

우크라이나 Kyev Institute Slovonic University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립농과대, 우즈벡사회과학원, Westminster Inter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National University of Uzbekistan, Tashkent Stat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Economic, Tashkent Medical Academy, ISTEDOD 고등교육
재단, 니자미 사범대학

요르단 요르단과학기술대
이란 테헤란대학교,Tarbiat Modares University, Shiraz University, Ferdowsi University of Mashhad

인도

망갈로어대, Bilrla Institute of Technology & Scienc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Madras,
Delhi, Bombay, Kanpur, Roorkee, Kharagpur),네루대, 봄베이대, 푼대, Ch.Charan Singh University,
농업연구소, CCS하랴나농대, Indian Institute of Science, Assam Agricultural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cut, Than Thai Hans Roever College, Alagappa University, University of Delhi, Bangalore
University, University of Madras, Sambalpur University, Devi Ahilya Vishwavidyalaya,
Bharathidasan University,Jamia Hamdard,Amity University,VIT University, IGIB of CSIR,
Solapur Univeersity, Shivaji University, Anna University, Banaras Hindu University, Punjab
Technical University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 반둥기술대, 보골농과대, 가자마다대, Winaya Mukti University, Padjadjaran
University(UNPAD), Institut Teknologi Bandung(ITB)

카자흐스탄 카자흐주립농대, Kazakh University of the Humanities and Law, Kazakhstan Institute of
Management, Economics and Strategic Research, Kazakhstan State University

키르키즈스탄 키르키즈국립대, American University in Kyrgyzstan
부르크메니스탄 American University of Central Asia

필리핀
필리핀국립대(딜리만, 로스바노스 캠퍼스), 산토토마스대, 아테네오대, De La Salle University,
Philippine Christian University, St. Paul University Philippines, University of San Carlo, 필리핀 국
립대 의과대학, Mountain view college, University of Philippines

태국 타마사트대, 출라롱콘대, 마히돌대, 수라나리기술대, 카세사트대, Chiang Mai University, 송클라대학교,
Chandrakasem Rajabhat University, Mae Fah Luang University

동티모르 티모르레스테 대학교, 딜리 대학교
기타

(교류협정체결대학) 잠비아대학, 케이프타운대학, 카이로대학 등 본교와 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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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 지원사업 운영안내
SNU Global  Scholarship (2012년부터 2014년까지만 운영)

1.장학금 목적

  가. 외국인 우수인재 신규 유치

  나. 주요 거점대학 지정을 통한 한국학, 기초학문분야 육성지원

  다. 자원개발국가, 최빈국가 교육기반 구축

2. 장학금 종류 및 지원 규모

  가. 학부장학금-학부신입생 유치는 입학본부에서 담당(해외 고등학교 방문 후 선발-입학성적 순)

  나. 대학원 장학금 (선발 후 1년(2개학기)동안 지급을 원칙으로 함, 추후 재신청 가능)

장학금 명

지원규모

등록금

(2개 학기)
생활비(12개월) 

김재익 fellowship 전액 왕복 항공료, 생활비(월120만원) 포함 2,500만원 이내

초우수 외국인 학문 후속세대 장학금

(Global Scholarship I)
전액 왕복 항공료, 생활비(월120만원)  포함 2,500만원 이내

초우수 외국인 핵심인재 장학금

(Global Scholarship II)
전액 학부/과 또는 실험실에서 지원

  다. 한국어 집중수업료 지원 :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국내 수학을 위하여 서울대 언어교육원 수업

료 지원

3. 지원 자격

  가.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국적의 신입 및 재학 대학원생으로써 각 단대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나.「초우수외국인 핵심인재 지원」(글로벌장학금 2)은 등록금은 국고에서, 생활비는 학부(과)에서 매칭 하

여 지급하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어야 하는 장학금으로 각 학부(과)에서는 생활비 지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함

3. 전형 요소 및 전형방법

  가. 제출서류: SNU Global Scholarship 지원서 1부(재정 및 증빙관련 서류첨부)

  나. 전형절차: On-Line으로 입학지원→ 합격확인→ 지원서 우편접수 or 방문제출(공과대학 대외협력실 

김희선 kavkr@snu.ac.kr, 구내 8079, 39동 212호→ 각 학부(과)에서 자체 심사 후 대외협력실로 

명단 보고→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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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형방법: SNU Global Scholarship지원자 중 각 학부(과)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써 모집단위 

대학(원)에서 적격으로 평가받은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4. 업무 추진일정(사정에 따라 일시는 약간의 변동 가능성 있음)

주요업무 절차 담당부서
일시

비고
후기 전기

1 합격자 발표 입학관리본부 4월 말 11월 중순

2 장학금  신청서 접수 지원학생→ 공대대외협력실 5월 11월
학부(과)

필수

3 장학생 대상자 심사 및 추천 각 학부/과 7월 1월

4 장학생 발표 공대대외협력실→ 해당 학생 7월 1월 말 

5 장학금 지급
국제협력본부→ 대외협력실 

→ 학생계좌

8월 말~

9월 초

2월 말~

3월 초

5. 예상 Q&A

  Q. SNU Global Scholarship 관련 공지를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A. 서울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 외국인특별전형공지사항→ SNU 

Global Scholarship 에서 학생용 안내사항 및 시행계획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SNU Global Scholarship 전형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 1. 전기전형은 약 11월, 후기전형은 약 4월경에 대학원 외국인특별전형합격생을 대상으로 공지

     2.  공대 대외협력실로 신청서 제출 

        *「초우수외국인 핵심인재 지원」(글로벌장학금 2)은 등록금은 국고에서, 생활비는 학부(과)에서 매
칭 하여 지급하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어야 하는 장학금으로 각 학부(과)에서는 생활비 지급 가
능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함

     3.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 학부/과에서 추천자 선발

     4. 국제협력본부로 최종 명단 보고

     상기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Q. SNU Global Scholarship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A.`「초우수 외국인 핵심인재 장학금」은 생활비는 학부(과)에서 지급하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어야 하

는 장학금으로 반드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 후 선발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신청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외국인특별전형 합격생에게 반드시 지원기간에 장학신청서류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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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국어 집중 수업 신청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발이 됩니까?

  A. 그동안 공과대학에서는 평균 3~4명 정도의 인원이 선발되어 수업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선발 인원은 예산에 따라 인원수가 매 해 변경 됩니다.)

     각 학부(과)로부터 추천자 명단을 받은 후 국제협력본부에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 집중 

수업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학생이 언어교육원(http://lei.snu.ac.kr → 로그인→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특별과정→ 지원)에서 온라인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Q. 과거의 선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A. 공과대학 선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학금명
2012 2013

후기 전기

김재익 fellowship
1명

(건설1)

2명

(전기1,기술경영1)

초우수 외국인 학문 후속세대 장학금

(Global Scholarship I)

3명

(전기1,조선1,재료1)

4명

(재료1,전기1,컴공1,기계1)

초우수 외국인 핵심인재 장학금

(Global Scholarship II)

13명

(건축1,에너지자원1,조선1,재료2,

컴공1,기계2,화생2,건설1,전기2,)

11명

(재료2,원자핵1,컴공1,   

에너지자원1,기계3,건축2,건설1)

총 17명 총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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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AUF 회원대학 리스트(29 Universities in total)

Cambodia (2)
 University of Battambang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China (2)
 Beijing Normal University

 Nanjing University

India (3) 
 Jawaharlal Nehru University (JNU)

 University of Delhi

 University of Mumbai

Indonesia (3)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University of Indonesia

 Universitas Gadjah Mada

Nepal (1)  Kathmandu University

Kazakhstan (1)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Kyrgyzstan (1)  Kyrgyz National University

Laos (1)  National University of Laos

Mongolia (1)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Philippines (2)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Myanmar (2)
 University of Yangon

 Monywa Institute of Economics

Thailand (3)
 Thammasat University

 Mahidol University

 Chulalongkorn University

Uzbekistan (1)  National University of Uzbekistan

Vietnam (3)

 Foreign Trade University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1)  Seoul National University



18 ┃

No. 장학명 선발대상
선발
인원

장학금
선발
시기

문의처

1

GSFS 

장학금(Graduat

e Scholarship 

for Excellent 

Foreign 

Student)

대학원의 특정 

학과

(매 학기 변경) 

합격자 중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학생

(※국가별 

학사학위 취득 

해당 대학 목록 

확인)

대학원 

신입생 

20명

- 등록금 : 전액(최대 4학기) 

- 생활비 : 월 50만원 

이상(학과별 상이)

외국인

특별전형시

jinavic@snu.ac.kr

☎ 02)880-2519

2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지원 

사업

외국인특별전형

으로 입학예정인 

학부 및 

대학원생

약80명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상황에 따라 금액 

달라짐

- 항공료: 대학원생 한정

- 한국어 연수비 등

외국인 

특별전형시

jinavic@snu.ac.kr

☎ 02)880-2519

3
Glo-Harmony 

장학금

DAC List of 

ODA Recipients 

상의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학생

매년 

상이

- 지원기간: 학부 최대 8학기,  

석사 최대 4학기, 박사 

최대 6학기

- 학부: 등록금 전액, 생활비 

60만원 상당

- 대학원: 학생별 차등 지급

  (삼성꿈장학재단 심사)

동계

(1~2월), 

하계

(7~8월)

jinavic@snu.ac.kr

☎ 02)880-2519

4

아시아 4개 

대학 장학 

프로그램

아시아 4개국 

대학(現 
사할린대, 

몽골국립대, 

하노이대, 

호치민대, 

연변대)

8명

- 사할린, 몽골, 베트남 : 

언어교육원 수업료 

전액(1년), 생활비60만원

- 연변대

  1) 등록금: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내 

전액지급

  2) 생활비: 석사과정 5학기, 

박사과정 7학기 내 월 

50만원 지급 

- 항공료: 1회 왕복항공료 

최대 100만원

매학기

jinavic@snu.ac.kr

☎ 02)880-2519

5

재외동포 초청 

장학금(학사과정

)

국내 대학 

학사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연 총 5명 

내외

- 등록금 : 전액

   (최대 4학기) 

- 생활비: 월 80만원

매년 3월경

jinavic@snu.ac.kr

☎ 02)880-2519

부록 4.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외국인 장학금 안내(KOR)

※ 아래 표는 교외장학재단 과 교내 일정 및 기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대학교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http://oia.snu.ac.kr/main.html → Study at SNU → Degree 

Program → Scholarship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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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학명 선발대상
선발
인원

장학금
선발
시기

문의처

재외동포

- 1회 왕복항공료

- 한국어 연수 8개월 이내

- 보험료

6

재외동포 초청 

장학금(석박사과

정)

국내 대학 

대학원 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재외동포

매년 상이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월 80만원

  (정규학업과정 2년, 

어학연수 6개월이내)

- 1회 왕복항공료

- 어학연수비 연2학기

- 보험료: 월3만원 수준

- 최초입국시 소요경비: 

50만원(1회에 한함)

매년 

3월, 9월

jinavic@snu.ac.kr

☎ 02)880-2519

7

GKS 외국인 

우수자비유학 

장학금

2, 3,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자비유학생

(전체 학점 및 

직전학기 학점이 

100점 환산 점수 

80점 이상인 자)

매년 상이

- 월50만원(연 600만원 

이내)

- 기간: 12개월 이내

매년 2월경

jinavic@snu.ac.kr

☎ 02)880-2519

8 대웅재단장학금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국적 

제한 없음)

매년 상이

- 200만원 1회 지급

- 선발을 통하여 대웅 그룹 

직장체험, 졸업 후 

입사지원시 가산점 부여

매년 

4~5월경

jinavic@snu.ac.kr

☎ 02)880-2519

9
한국전쟁기념재

단 장학금

한국전쟁에 

참전한 해외 

참전용사의 

직계후손 

중에서, 한국 

소재 대학교 

학·석·박사 

교육과정에 

지원한 자로서, 

한국전쟁기념재

단이 추천하는 

학생

총3명 

(본교)

- 등록금: 전액, 본교지원

- 기숙사비: 본교지원

- 생활비: 월 

50만원(연600만원), 

재단지원

매 학기 초

jinavic@snu.ac.kr

☎ 02)880-2519

10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

국립국제교육원

에서 선정한 

국내 위탁대학의 

위탁가능 전 

분야

대학원생 

300여 명, 

학부생 

100여 명

- 등록금 전액: 학사 8학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전액

- 생활비: 학사 월 80만원, 

석·박사 월 90만원

- 항공료: 왕복  1회

- 한국어 연수비 1년간

※ 한국어연수는 의무 

학사 

10월경, 

대학원 

1월경

yiumi@snu.ac.kr

☎ 02)880-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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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학명 선발대상
선발
인원

장학금
선발
시기

문의처

사항이며, 1년 중 TOPIK 

3급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학위과정 

진학불가

11
웅진 글로벌 

다문화 장학금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 

선호

교환학생 

중 

웅진협정대

학교 

재학생 

매년 10명

- 생활비: 학사 월 60만원, 

석·박사 월 70만원

- 항공료: 왕복 1회

- 언어교육원 한국어 과정 

저녁반 수강료: 봄, 가을 

학기에 한함

- 기간: 한 학기 혹은 1년

매학기 

교환학생서

류접수시 

exchange_asia@

snu.ac.kr

☎ 02)880-8633

12

GKS 

우수교환학생지

원사업장학금

교환학생 

입학예정자 중 

국제협력 

전략국가 출신자

국립국제교

육원에서 

매년 

대학교별 

추천인원 

결정

- 생활비: 월 80만원

- 항공료: 국가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왕복 1회 

항공료 실비 지급

- 정착지원금:20만원(1회)

- 의료보험

- 기간: 한 학기 혹은 1년

매학기 

교환학생서

류접수시  

exchange_asia@

snu.ac.kr

☎ 02)880-8633

13

한일대학생 

교류사업 

장학금

교환학생 

입학예정자 중 

일본대학 재학생

국립국제교

육원에서 

매년 

대학교별 

추천인원 

결정

- 생활비: 월 80만원

- 정착지원금: 150만원(1회)

- 기간: 한 학기 혹은 1년

매학기 

교환학생서

류접수시 

exchange_asia@

snu.ac.kr

☎ 02)880-8633

14

규수대학교 

교환학생 

장학금

교환학생 

입학예정자 중 

규슈대학교 

재학생

두 대학간 

합의하에 

매 학기 

수혜인원 

결정

- 생활비: 월 60만원

- 기간: 한 학기 혹은 1년

매학기 

교환학생서

류접수시  

exchange_asia@

snu.ac.kr

☎ 02)880-8633

15 유학생 장학금

학사과정 및 

대학원 과정 

외국인 재학생

매년 상이

- 舊 수업료 상당금액 및 

입학금 

- 등록금 전액

매년 2월, 

8월 

exchange_asia@

snu.ac.kr

☎ 02)880-8633

16
SNU President 

Fellowship

박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개도국 

주요대학의 

대학교원으로서 

박사

학위 미소지자 

(AUF 회원 대학 

소속 교원 우선 

선발)

※ 공학, 의학, 

보건학, 농학, 

한국학 전공자 

우선 선발

매년 상이

- 등록금:  학기당 

400만원*2개학기 

- 생활비 및 숙박비: 

월150만원 * 12개월

- 항공료: 약 200만원

- 기타부대비용지원 : 약 

200만원

※ 장학금 지원시기 및 

장학금액 및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국인 

특별전형 

이후

pinesjh@snu.ac.kr

☎ 02)880-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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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holarship Eligibility No. of 
recipients Subsidies Selection 

Period Contacts 

1

Graduate 

Scholarship 

for Excellent 

Foreign 

Students 

(GSFS)

Asian students 

(excluding Chinese 

and Japanese 

nationals) in 

specified graduate 

programs (subject 

to change every 

semester)

※ Check the list 

of programs 

eligible for the 

scholarship

Approx. 

20 

Graduat

e 

Student

s

- Tuition fee: Full tuition 

exemption for a maximum 

of 4 semesters

- Living expenses: 500,000 

KRW per month (subject 

to the offer made by 

individual colleges)

During the 

admission 

period for 

internation

al students 

every 

semester

jinavic@snu.ac.k

r

☎ 02)880-2519

2
SNU Global 

Scholarship

International 

students in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Approx. 

80 

students

- Tuition fee, living 

expenses, and housing 

fees

※ The amount of 

scholarship varies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During the 

admission 

period for 

internation

al students 

every 

semester

jinavic@snu.ac.k

r

☎ 02)880-2519

3

Glo-Harmon

y 

Scholarship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DAC list of ODA 

Recipients

To be 

announc

ed 

(TBA)

- A maximum of 8 

semesters for 

undergraduate students, a 

maximum of 4 semesters 

for masters' students, and 

a maximum of 6 

semesters for Ph. D 

students

- Undergraduate program: 

Full tuition exemption and 

600,000 KRW per month 

of living expenses

- Graduate program: The 

level of subsidy is 

determined by Samsung 

Dreams Scholarship 

Foundation

January 

and July

intlscholarship@

snu.ac.kr

☎ 02)880-2519

부록 5.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외국인 장학금 안내(ENG)
International Students(SNU)

※ Scholarship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school and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Find more information in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homepage (http://oia.snu.ac.kr/main.html → Study at SNU → Degree Program → 

Schola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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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holarship Eligibility No. of 
recipients Subsidies Selection 

Period Contacts 

4

 Asian 

Universities 

Network 

Scholarship

Seven universities 

in Asia (Current 

list of qualified 

universities include 

Sakhalin State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Vietnam 

National University 

– Ho Chi Minh 
City, Vietnam 

National University 

- Hanoi City, 

Chulalongkorn 

University,Universit

y of Laos and 

Yanbian University)

8 

students

- Sakhalin, Mongolia, 

Vietnam, Thailand and 

Laos: Full tuition 

exemption for the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for one year and 

600,000 KRW of living 

expenses per month

- Yanbian University

  1) Tuition fee: Full tuition 

exemption for 4 

semesters for masters 

program, and 6 

semesters for Ph. D 

program

  2) Living expenses : 

500,000 KRW per 

month for 5 semesters 

for masters program 

and 7 semesters for Ph. 

D program

- Airfare: A maximum of 1 

million KRW for one 

economy round trip

January 

and June

intlscholarship@

snu.ac.kr

☎ 02)880-2519

5

Overseas 

Koreans 

Scholarship 

(Undergradu

ate 

Programs)

Overseas Korean 

students who wish 

to take 

undergraduate 

degrees in 

universities in 

Korea

Approx. 

5 

students

- Full tuition exemption for 

a maximum of 8 

semesters

- Living expenses: 800,000 

KRW per month

- Airfare for one economy 

round trip

- Korean language training 

fee: Fee exemption at the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for 8 months

- Insurance fees

March

intlscholarship@

snu.ac.kr

☎ 02)880-2519

ljh@okf.or.kr

(Foundation)

☎02)3415-0174

6

 Overseas 

Koreans 

Scholarship 

(Graduate 

Programs)

Overseas Korean 

students who seek 

to undertake 

graduate degrees 

in universities in 

Korea

 To be 

announc

ed 

(TBA)

- Full tuition exemption

- Living expenses: 800,000 

KRW per month for 4 

semesters

- Insurance fees: Approx. 

30,000 per month

- Settlement expenses aid 

upon initial arrival: 

500,000 KRW (one time 

payment)

- Airfare for one economy 

 March 

and 

September

intlscholarship@

snu.ac.kr

☎ 02)88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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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holarship Eligibility No. of 
recipients Subsidies Selection 

Period Contacts 

round trip

- Language training 

expenses: 2 semesters

7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Korean 

Government 

Support 

Program for 

Self 

–Financed 
Student

Self-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ir 

2nd, 3rd and 4th 

year (Overall GPA 

and previous 

semester’s GPA 

must be over 80 

out of a possible 

100)

To be 

announc

ed 

(TBA)

- About 6 million KRW 

(500,000 KRW per month)

- Period: About 12 months

Around 

February

intlscholarship@

snu.ac.kr

☎ 02)880-2519

8

Daewoong 

Foundation 

Scholarship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undergraduate 

or graduate 

programs

To be 

announc

ed 

(TBA)

- One time award of 

2,000,000 KRW

※ Selected candidates will 

have opportunities to visit 

Daewoong Group. They 

will also have advantages 

when they applying for 

job in  Daewoong Group 

after graduation.

Around 

April every 

year

intlscholarship@

snu.ac.kr

☎ 02)880-2519

9

Korean War 

Memorial 

Foundation 

Scholarships

Direct descendents 

of international 

Korean war 

veterans who 

applied to study 

undergraduate or 

graduate programs 

in Korea and 

recommended by 

the Korean War 

Memorial 

Foundation

3 

students

- Tuition fee: Full tuition 

exemption

- Dormitory fees: Subsidized 

by SNU

- Living expenses: 500,000 

KRW per month

Start of 

every 

semester

intlscholarship@

snu.ac.kr

☎ 02)880-2519

10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KG

SP)

All areas offered 

by the universities 

designa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300 

graduat

e 

students 

and 100 

undergr

aduate 

students

- Full tuition fee: Tuition 

exemption for 8 semesters 

for undergraduate 

program, 4 semesters for 

masters program, 6 

semesters for Ph. D 

program

- Living expenses: 800,000 

KRW per month for 

undergraduate students, 

900,000KRW per month 

for graduate students

Undergrad

uate 

program in 

October, 

Graduate 

program in 

January

yiumi@snu.ac.kr

☎ 02)880-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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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holarship Eligibility No. of 
recipients Subsidies Selection 

Period Contacts 

- Airfare : One economy 

round trip

·Korean language training 

Fee: One year

※ Korean language training 

is mandatory and when 

the student does not 

achieve TOPIK grade 3 

within a year, she/he is 

not eligible to enter the 

degree program

- Others: Medical insurance, 

research fund for 

graduate students, thesis 

printing fees, settlement 

and returning expenses

11

SNU-Woongj

in Global 

Multicultural 

Scholarship

Undergraduate and 

graduate exchange 

students from 

developing nations 

in Asia. 

Preferences will be 

given to those 

majoring in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10 

students

- Tuition fee waiver: 

Exchange students are 

exempted from SNU tuition 

fee

- Living expenses: 600,000 

KRW per month for 

undergraduate students, 

700,000 KRW per month 

for graduate students

- Airfare: One round trip

- Tuition fee for Evening 

Korean Language Class at 

the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 Period: One semester or 

one year

During the 

exchange 

student 

application 

period 

each 

semester 

 

exchange_asia@

snu.ac.kr

☎ 02)880-8633

12

Global 

Korea 

Scholarship(

GSK) for 

Exchange 

Student

Scholarship 

programs for 

incoming exchange 

stud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be 

announc

ed 

(TBA)

- Tuition fee waiver: 

Exchange students are 

exempted from SNU tuition 

fee

- Living expenses: 800,000 

KRW per month

- Airfare: Actual expense of 

one round trip airfare 

within the limited range of 

each country

- Settlement aid: 200,000 

KRW (one time)

- Medical insurance

- Period: One semester or 

one year

During the 

exchange 

student 

application 

period 

each 

semester 

exchange_asia@

snu.ac.kr

☎ 02)880-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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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holarship Eligibility No. of 
recipients Subsidies Selection 

Period Contacts 

13

Korea-Japan 

Exchange 

Student 

Scholarships

 Supervis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under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award scholarship 

to incoming 

Japanese 

exchange students

To be 

announc

ed 

(TBA)

- Tuition fee waiver: 

Exchange students are 

exempted from SNU tuition 

fee

- Living expenses: 800,000 

KRW per month

- Settlement aid: 1.5 million 

KRW (one time)

- Period : One semester or 

one year

 During 

the 

exchange 

student 

application 

period 

each 

semester

exchange_asia@

snu.ac.kr

☎ 02)880-8633

14

Asian 

Student 

Exchange 

Program 

Scholarships

(Kyushu 

University)

Prospective 

exchange students 

from Kyushu 

University

Number 

of 

recipien

ts are 

decided 

under 

the 

negotiati

on 

between 

the two 

universit

ies 

- Tuition fee waiver: 

Exchange students are 

exempted from SNU tuition 

fee

- Living expenses: 600,000 

KRW per month

- Period : One semester or 

one year

 During 

the 

exchange 

student 

application 

period 

each 

semester 

exchange_asia@

snu.ac.kr

☎ 02)880-8633

15

International 

Student 

Scholarships

International 

students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To be 

announc

ed 

(TBA)

- Substantial amount of 

tuition exemption and 

admission fees

February 

and 

August of 

each year

exchange_asia@

snu.ac.kr

☎ 02)880-8633

16

SNU 

President 

Fellowship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PhD degree in, 

SNU a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ies of Asia 

University 

Federation 

 ※ Engineering, 

medicine, Health 

Science, 

Agriculture, Korean 

studies

To be 

announc

ed 

(TBA)

- Tuition fee: 4,000,000 

KRW * 2 semeesters 

- Living & housing 

expenses: 1500,000 KRW 

per month fo rone year  

(subject to the offer 

- Airfare : Approx. 

2,000,000 KRW

- Settlement aid: Approx. 

200,000 KRW (one time)

During the 

admission 

period for 

internation

al students 

every 

semester

pinesjh@snu.ac.

kr

☎ 02)880-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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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외국인 장학금 안내(ENG)
International Students(College of Engineering/Graduate 
Programs)

1 Dongbu Foundation fellowship for professors at the universities of Southeast 
Asia countries (Graduate Program)

[Eligibility]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degree in College of Engineering, SNU a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ies of Southeast Asia countries

[Number of recipients] To be announced (TBA) 

[Subsidies]

·approx 20million KRW(maximum) per year 

● Selection Period  April and October 

● Selection Procedure

    Submit documents → Document Screening → Selected by Dongbu Scholarship selection 

committee in SNU → Admission

● Contacts  ☎ 02)880-7010, email: juhikwon@snu.ac.kr

2 SNU Precision Scholarship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Only/Graduate Program)

[Eligibility]

Vietnamese students who are guaranteed Professorship after graduation

[Subsidies]

·Tuition fee: Full tuition fee for 4 semesters 

·Living expenses 

※ The amount of living expenses varies depending on circumstances.

● Selection Period 

   During admission period for international students every semester

● Selection Proced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faculty visit to Vietnam → 1st Local interviews → 2nd Document 

Screening→ Admission

● Contacts ☎ 02)880-7108, email: sryou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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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E Global Student Scholarship Program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Only/Graduate Program)

[Eligibility]

Foreign students who are Self-financed in specified graduate Program 

[Number of recipients]  1~2 students

[Subsidies]

·Tuition fee: Full tuition fee for 2years

·Living expenses : 1,000,000 KRW per month for 2years

·Airfare: 1,000,000 KRW (one time)

·Settlement aid: 1,000,000 KRW (one time)

● Selection Period 

    During admission period for international students every semester

● Selection Procedure

    Submit documents → Document Screening → Admission                            

● Contacts  ☎ 02)880-1778, email: munseon@snu.ac.kr,                      

             http://eei.snu.ac.kr/english/education/SEE.php

      

4
International IT Policy Program(ITPP)
(Technology Management,Economics and Policy Program (TEMEP) Only/
Graduate Program)

[Eligibility]

The government officials or the professionals of IT business fields in several developing 

countries.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in the IT-related area.

- ITPP is sponsored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Korea and SNU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ducation program of IT Policy in order to build a strong IT 

technology policy network among developing countries.

[Number of recipients]  To be announced (TBA)

[Subsidies]

·Tuition fee: Full tuition fee for 2years for Masters program,

              Full tuition fee for 3years for Ph. D program

·Living & housing expenses : approx 1,500,000 KRW per month(2years for Masters program, 

3years for Ph. D program)

·Airfare: One-way Airfare (actual amount up to 1,5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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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aid: 200,000 KRW (one time)

·Medical insura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 Selection Period 

    During admission period for international students every semester

● Selection Procedure

    Submit application forms to the Korean Embassy in own country after obtaining a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government → Notify the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ITPP by completing the necessary form at the ITPP         

website(http://itpp.snu.ac.kr)→ Document Screening → Interview→ Admission

Admission seasons

NotesSpring 
semester

Fall 
semester

Application due date August March 
Download application form at ITPP 

website

Screening August March~April
After the first document screening, 

telephone interview to be followed

Admission result August April 
Result will be posted on the ITPP 

website(http://itpp.snu.ac.kr)

Term of Entrance March 2 September 1

● Contacts  ☎ 02)880-9410, email: sukgee1@snu.ac.kr      

5
International Energy Policy Program (IEPP) 
(Technology Management,Economics and Policy Program (TEMEP) Only/
Graduate Program)

Government officials government-related professionals of Energy-related ministries/depart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in the Energy –related area (An 

applicant for Ph.D. should hold Master degree) needed.

- IEPP i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of Korea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build a strong 

Energy-related cooperations and Energy policy studies.

[Number of recipients]  Varies each year (10, o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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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 seasons Notes

Application May~August Download application form the IEPP website 

Screening September 
After the first document screening, 

telephone interview to be followed

Admission Result November 
Admission decision will be posted on the 

IEPP website (http://iepp.snu.ac.kr) 

Term of Entrance March New class begins in March 2 

[Support]

·Tuition: Full tuition for 2 years for Masters program, 

          Full tuition for 3 years for Ph. D program

·Living & housing expenses : approx 1,500,000 KRW per month(2years for Masters program, 

3years for Ph. D program)

·Airfare: One-way Airfare (actual amount up to 1,500,000 KRW)

·Settlement aid: 200,000 KRW (one time)

·Medical insura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 Selection Period 

    During admission period for international students every semester

● Selection Procedure

    Submit application forms to the Korean Embassy of your country after obtaining a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government → Notify the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IEPP by completing the necessary form at the IEPP          

website(http://iepp.snu.ac.kr)→ Document Screening → Interview→ Admission

       

● Contacts  ☎ 02)880-1521 email: jyk@snu.ac.kr       

6
Hyunsong Foundation Scholarship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Only/Graduate Program)

[Eligibility]

Foreign students who are Self-financed in specified graduate Program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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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recipients] 1 for each department

[Subsidies]

·approx 10million KRW(maximum) per year 

·a maximum of 2 years

● Selection Period 

    Between June and August

● Selection Procedure

    Submit Documents → Document Screening by each department→ Document Screening by 

Hyunsong Foundation → Admission by Hyunsong Foundation

● Contacts ☎ 02)880-7010, juhikwon@snu.ac.kr

※ Scholarship packag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support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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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내국인학생 해외유학 장학금안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신의 우수공학도의 해외유학을 지원하고자 교외재단에서 해외 우수대학  입학 허가

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동부문화재단 글로벌 리더 장학금

[개요]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 학업에 전념토록 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함

[주요내용]

• 선발대상 : 본교 공과대학 졸업생 중 공대학장 추천을 받은 자로 해외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자

(해당분야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세계 Top 20 이내 대학진학 예정자,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 선발인원 : 1명 내외

• 지원내역 : 1인당 최대 USD 50,000한도(국가별, 학생상황 별 금액 상이)

• 선발시기 : 매년 4월 경

• 선발절차 : 서류 제출→ 1차 심사(공과대학)→ 2차심사(재단)→ 최종선정(재단)

• 연락처: ☎ 02)880-7010, juhikwon@snu.ac.kr

※ 장학금 지원시기 및 장학금액은 지원 재단 사정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정송문화재단 해외(미국)유학 장학금

[개요]

(주)캠브리지 故김삼석 명예회장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써 한국의 젊은 인재를 선발·지원하여 장차 학문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함

[주요내용]

• 대학민국 국적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1호에 의거 최종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졸업한 국내 4년제 정규 

일반대학(학사,석사)졸업자(졸업예정자)로써 가을 미국 우수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입학이 확정 된 자 

(해외대학 졸업자,지원기간 현재 해외재학 중인 자, 국외영주권자 및 이중국적 자 제외)

•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만 30세, 박사과정은 만 32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가지 입학할 수 있는 

자

• 선발인원 : 00명 

• 지원내역 : 1인당 USD 20,000~ 55,000(대학별 등록금, 전공분야, 주거비등을 차등지급)

• 선발시기 : 매년 5월 경

• 선발절차 : 서류 제출→ 재단 심사→ 최종선정(재단)

• 연락처 : ☎ 02)880-7010,juhikwon@snu.ac.kr

※ 장학금 지원시기 및 장학금액은 지원 재단 사정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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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외국인 학생 안내사항

1  입학관련

과정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위과정 복수학위과정
교환학생 방문학생

인턴
협정서 有 협정서 無

원서마감
2월말(9월 입학)

7월말(3월 입학)

2월말(9월 입학)

7월말(3월 입학)

4월 20일(9월 입학)

10월 20일(3월 입학)

학교 절차 

없음

상세정보
웹사이트

(지원서 양식)

http://www.useoul.

edu/apply/under/ti

meline

http://www.useoul.edu

/apply/under/timeline

http://oia.snu.ac.kr/ 

→ Study at SNU →  

Exchange Program 

담당부서
입학관리본부

880-6971, 6977

snuadmit@snu.ac.kr 

공대 교무행정실

이민홍 880-7009

hyuniyou22@snu.ac.kr

1)본부협정 교환학생: 

국제협력본부

2)단대협정 교환학생 

공대 대외협력실

  김희선 880-8079

  kavkr@snu.ac.kr

3)방문학생 : 

국제협력본부

담당 실험실

(일본 

북해도대학 

인턴 

프로그램의 

경우, 공대 

대외협력실에

서 행정처리 

됨)

교내 기숙사 신청가능 신청가능
교환학생: 신청가능

방문학생: 신청불가
신청불가

2  장학 관련

• 교내장학금 : 공대 교학행정실 권주희 juhikwon@snu.ac.kr, ☎ 02-880-7010

• 초우수인재장학금 (대학원) : 공대 대외협력실 김희선 kavkr@snu.ac.kr, ☎ 02-880-8079

3  기타 외국인 관련 문의

     • 공대 대외협력실 : 김희선 kavkr@snu.ac.kr, ☎ 02-880-8079

   • 공대 대외협력실 : 김유리 yrkim25@snu.ac.kr, ☎ 02-880-8079

   • 서울대학교 대외협력실 홈페이지 : http://oi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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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장학금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02-880-8633~8/02-880-2584

서울대학교 복지과 02-880-5079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02-880-8079

공과대학 장학 02-880-7010

건설환경공학부 02-880-7343

건축학과, 협동과정)도시설계학전공 02-880-9397

기계항공공학부 02-880-7108

산업공학과 02-880-5108

조선해양공학과 02-880-7321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부(에너지자원공학전공) 02-880-7219

원자핵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부(원자핵공학전공) 02-880-7202

재료공학부 02-880-7185(학부) / 7100(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02-880-1778

컴퓨터공학부 02-880-7287

화학생물공학부 02-880-1890

협동과정)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02-880-9140(ITPP) / 1521(IEPP)

협동과정)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02-88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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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SNU) 02-880-8633~8/02-880-2584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College of Engineering) 02-880-8079

Office of Academic & Student Affairs(Scholarship),

College of Engineering
02-880-7010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02-880-7343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Urban Design
02-880-9397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02-880-7108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02-880-5108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02-880-7321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Energy Resource)

02-880-7219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Nuclear)
02-880-7202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02-880-7185(Undergraduate),

02-880-7100(Graduate)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02-880-1778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02-880-7287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02-880-1890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02-880-9140(ITTP),

02-880-1521(IEPP)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Bioengineering 02-88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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