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 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8. 5. 28.(월) ~ 6. 14.(목)

2. 신청대상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 등록대상자(신입생·유학생·복학예정자 포함)
   1) 대학원 후기신입생(예정자)은 합격자 발표 후 대학(학과)사무실로 문의
   2) 경영전문대학원생은 제외 (학기별로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별도 신청)

3.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서 작성
  1)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
  2) 작성 완료된 신청서는 직접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3) 소속대학·학과별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소속대학 또는 학과 사무실)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대학(학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장학생 선정시 참고 예정)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택일)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3) 대학원 신입생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소속대학(원)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4)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멘토링 장학금은 제외)
  6) 장학생 선정 권한이 단과대학에 있는 경우, 그 기준은 소속대학·학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 소속대학 또는 학과 사무실)

5. 문의처 :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장학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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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별 행정실 연락처

◦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 대출) : 880-5078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8

자연과학대학 880-6494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8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5

의과대학 740-8037 치과대(원) 740-8710

보건대학원 880-2708 행정대학원 880-5601

환경대학원 880-5642 국제대학원 880-8505

융합과학기술대학원 031-888-9151 국제농업기술대학원 033-339-5683

법학전문대학원 880-7538 공학전문대학원 880-4116

경영전문대학원 880-1334 국제협력본부 880-2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