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개도국대학 교원 지원 프로그램

(SNU President Fellowship) 장학생 선발 모집

본교의 우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고등교육인력을 양성함으로

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협력강화에 기여하고자 SNU 

President Fellowship Program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수한 외국인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개발도상국 주요 대학 교원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를 선발하여 서울대

학교 박사 학위과정 수학 지원

2. 지원대상 

 - 개발도상국 주요 대학 교원(Faculty)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주요 개도국 교원 우선 선발

 - 2022학년도 2학기 서울대 박사 학위과정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된 자

3. 지원항목 

 - 박사과정 등록금 전액 6학기(연구생 등록 포함)까지 지원

 - 생활비 지원(3~4년, 150~200만원/월)

 -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GTS기준 내)

 - 학기 중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저녁반)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범위 및 관련 내용 별도 안내 예정)

4. 선발인원: 00명

 

5. 선발방법 

 - SNU President Fellowship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6. 신청일정 (변동 가능)

 가. 서울대학교 입학 지원(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일(수) ~ 3월 10일(목) 17:00

   ※ 글로벌인재특별전형 온라인 지원과 동시에 SPF 장학금 온라인 신청 필수(체크박스 클릭)

 나.  SPF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지원자→ 국제협력본부) 2022년 3월 25일(금)까지

   ※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PDF파일 및 원본서류 제출 필수

    ☞  PDF파일 (원본서류 스캔본) 제출처 : intlscholarship@snu.ac.kr 

         (메일제목: ‘SPF Fall 2022(지원자 성명)’)

    ☞  원본서류 제출처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CJ인터네셔널센터 (152동) 

        외국인 장학생 담당자 앞

 다.  SPF 온라인 지원내역 및 서류 제출내역 대조 및 검토(국제협력본부): 2022년 5월

 라. 글로벌인재특별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입학본부): 2022년 6월 24일(금) 17시 이후

 마. 2차 면접심사 대상자 통보: 2022년 6월 중 (합격자에 한해 이메일 안내)

 바. SNU President Fellowship Program 최종 합격자 발표: 2022년 7월 중

7. 제출서류 

 - SNU President Fellowship 신청서 (수학계획서 포함)

 - 대학교원 재직증명서(대학명, 대표자, 소재지, 근무부서, 직급, 재직기간 포함)

   ※ 지원자가 해당 대학에 교원(Faculty)로 재직 중이며, 지원자가 서울대학교에서의     

      박사학위 취득 후 복귀했을 때도 교원자격을 유지한다는 확인서 포함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학사, 석사)

 -  강의 및 연구 성과, 수학계획, 졸업 후 계획을 포함한 5분 이내 동영상 링크 

 - 현 소속 대학교 학장 혹은 총장 추천서

8.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02-880-2519, eakin@snu.ac.kr)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mailto:intlscholarship@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