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업개요
2018학년도 2학기

1. 취지
가. 학문에 뜻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학 기회를 갖지 못한 아
시아 및 개발도상국 인재들을 선발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
나. 기술 분야에 밀려 위기에 처한 인문학을 지원, 활성화함으로써 인

실크로드 장학 프로그램 시행 계획(안)
Silk-Road Scholarship Program

문학이 사회 저변에서 기초학문으로 탄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다. 경제적으로 유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

2. 기대효과
가.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 인재를 지한 고급 인력으로 양성
나. 중국 및 일본 중심 학문에 밀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국관련

2018. 1

인문, 사회과학분야 학자들을 양성하여 한국학의 해외 저변 확대
다.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확보를 통한 교육 및 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

II. 모집 및 선발
1. 지원분야 및 인원
가. 지원분야: 한국어,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인문사회과학

국

제 협

력 본

부

(자연과학, 의학, 공학 분야 제외)[별표1참조]
나. 지원과정: 석사 또는 박사과정
다. 선발인원: 2018학년도 후기 입학예정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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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역

7. 장학생 선발 방법

가. 등록금: 최대 4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나. 생활비: 최대 2년 (4학기) 간 생활비 월 60만원 지원

가. 선발시기: 2018년 6월
나. 2018학년도 후기 글로벌인재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후 진행
다. 최종 합격자 중 대상 지역 및 학교 출신 학생의 전형 자료를

다. 항공료: 1회 왕복항공료 최대100만원 지급(이코노미석 기준)

입학관리본부로부터 이관 받아 실크로드장학위원회에서 학생의

라. 한국어연수: 한국어과정 등록금 2회 지원(150만원*2회=300만원)

입학성적, 경제적 형편, 본교와의 국제교류 현황 및 중요도,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정
라. 입학 합격자 발표 (2018. 06. 08.): 입학본부 홈페이지

3. 대상 지역 및 학교(별표 2 참조)

마. 장학생 발표 (2018. 06. 22.): 공문시행 및 개별 통보
바. 입학허가서, 장학금수혜증명서 및 안내문 발송

4. 지원 자격

사. 합격자 등록

가.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하고 학사(석사과
정 지원자) 또는 석사(박사과정 지원자)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홍보방법
가. 서울대 영문 홈페이지 게재 http://en.snu.ac.kr

나. 2018학년도 후기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지원자

나.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게재 http://oia.snu.ac.kr

다. 실크로드 장학금 수혜 대상 지역 및 학교 출신 지원자

다. 외국인 입학희망자 장학 상담 시 홍보

라. 출신대학(대상 지역 및 학교 참조)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서 본
프로그램 이수 후 자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5. 신청서류

III. 입학 후 수학 지원

1. 재원

소정 양식의 장학금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재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목적성 발전기금, 2009년~2018년)
나. 출연기관: SBS 문화재단

6. 장학금 신청 방법

다. 2018년도 출연예정액: 15,000만원

가. 신청기간: 공고 게시 후~ 2018년 3월 23일(금) 18:00
나. 신청방법: 공고상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국제협력본부
로 우편, 혹은 인편 접수(Email/Fax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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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지원 내역

IV. 향후 주요업무 추진일정

구분
등록금

지원액 및 지원 방법

비고

입학 후 최대 4개 학기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질병, 천재지변을

(단,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유지 시)

제외하고 휴학 불가

생활비

월 60만원씩 2년 간 지원

항공료

왕복항공료 1회 지원, 최대 지원액 100만원

한국어교육 지원

LEI 한국어교육 정규과정 최대 2회 지원

일반석(Economy) 기준

주요업무

일 정

시행 계획 수립

2018. 1월

프로그램 홍보(web-site, E-mail)

2018. 2월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2018.02.19.(월)~03.23.(금) 18:00

지원서류 접수 마감

2018.3.23.(금) 18:00

입학본부로부터 전형 결과 이관

2018.06.08.(금)

입학 합격 발표(입학본부)

2018.06.08.(금)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

2018.06.22.(금)

표준입학허가서 및 안내문 발송

2018. 7월 중

한국어 능력시험(언어교육원)*신청시

2018. 8월 중

야간반 수강 시
정규과정에 준하여 지원

3. 수학 지원
가. 원활한 Visa 발급을 위한 장학금 수혜증명서 발급
나. 오리엔테이션 및 한국어과정 수학지원 상담
다. 의료보험 가입 안내

4. 장학생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 장학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나. 기대 효과
- 장학생의 한 학기동안 학업,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
자기계발, 방학 및 향후 계획 등을 재고하는 기회 마련
- 우수 보고서를 선정하여 장학금 출연기관에 송부함으로써 동
기금운영의 성과를 알리고 아울러 동 프로그램 홍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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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별표2]

대상 지역 및 학교

석사과정 모집단위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

지역

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동양철학전공, 서양철학전공),
지과학전공, 비교문학전공, 기록관리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사회과학대학 : 정치학과,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외교학전공),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
동남아시아

경영대학 : 경영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경제사회학부(농경제학전공, 지역정보전공)
법과대학 : 법학과
사범대학 : 교육학과(교육학전공, 교육공학전공, 교육상담전공, 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국어교육
과(한국어교육전공:Teaching Korean as Foreign Language Major), 외국어교육과(영어전

University of Yangon , University of Mandalay, Yangon
Institute of Economics / Education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noi, Vietnam National
베트남
University, Ho Chi Minh City,
The University of Da Nang
University of Indonesia,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네시아
Gadjah Mada University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Royal University of Law
캄보디아
and Economics
Thammasat University,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태국
Khon Kaen University
네팔

공, 독어전공, 불어전공),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역사전공, 지리전공), 윤리교육과, ＊체육

Tribhuvan University, Kathmandu University

아프가니스탄 Kabul University, Nangarhar university

교육과(스포츠과학전공, 인간운동과학전공), 협동과정(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가정교육전
공, 특수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글로벌교육협력전공)

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Laos

미얀마

종교학과, 미학과, 고고미술사학과(고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협동과정(서양고전학전공, 인

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협동과정(여성학전공)

국가
라오스

서아시아

인도

생활과학대학 :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Jawaharlal Nehru University, University of Delhi,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Bombay, Delhi, Madras, Kanpur)

방글라데시 University of Dhaka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파키스탄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국제통상전공, 국제협력전공, 국제지역학전공, 한국학전공)

University of the Punjab, University of Karachi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Mongolian International

박사과정 모집단위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
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동양철학전공, 서양철학
전공), 종교학과, 미학과, 고고미술사학과(고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협동과정(서양고전학
전공, 인지과학전공, 비교문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외교학전공),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
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협동과정(여성학전공)

몽골

Humanities
University of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사회 과학원(아카데
우즈베키스탄
미), University of the Economy and Diplomacy under
중앙아시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Kazakhstan National University named after Al-Farabi,
카자흐스탄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Karagandy National University
Kyrgyz State National University,
키르키즈스탄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경영대학 : 경영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경제사회학부(농경제학전공, 지역정보전공)
법과대학 : 법학과

중동

사범대학 : 교육학과, ＊국어교육과(한국어교육전공:Teaching Korean as Foreign Language Major),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 독어전공, 불어전공),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역사전공, 지리전
공),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스포츠과학전공, 인간운동과학전공), 협동과정(음악교육전공,

아프리카

예멘

Sana's University, University of Aden

이란

University of Tehran, Alzahra University,
Allameh Tabatabaii University,

터키

Ankara University, Bogazici University

이집트

Cairo University, Ain Shams University

에티오피아 Addis Ababa University, Bahir Dar Universiy,

미술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글로벌교육협력
전공)

헝가리

University of PECS,
ELTE(Eotvos Lorand University)

러시아

Mosco State University, Far East University
Saint-Petersburg University

동유럽

생활과학대학 :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국제통상전공, 국제협력전공, 국제지역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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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Ulaanbaatar University, Mongolian University of

※[별표2]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라도 장학위원회의 승인 하에 실크로드 장학금 지원대
상에 포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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