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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융합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 중 

「융합연구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학 및 관련 연구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년 6월 14일(금) 16:00 이후 예정
(※ 연구실에 따라 면접(인터뷰)이 진행될 수 있음)

각 연구실별로 소정의 참가비 지급 예정 (연구실별 상이)

기숙사 제공 불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031-888-9153)

이메일(dohee810@snu.ac.kr) 제출

융합연구프로그램 지원서 (필수)

지원총괄표 (필수)

성적증명서 (필수)

영어성적표 (선택)

4학기 이상 수료한 대학생 (4학기 재학 중인 자 포함) or 졸업생 

19개 연구실

2019년 5월 22일(수) ~ 2019년 6월 5일(수) 16시

2019년 7월 1일(월) ~ 8월 23일(금), 8주간 
(※ 상기 일정은 각 연구실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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