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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발요강
장학구분

2019

장학생 선발

선발분야 및 자격요건

·사회과학분야, 순수자연과학분야, 정보통신분야
대학특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4년제 대학 2학년 또는
장학생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자 (2019년 3월 기준)
·시험과목: 영어, 전공, 수학
·인문과학분야 및 사회과학분야 전공자 중
동양학관련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한학연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4년제 대학 2학년 또는
장학생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자(2019년 3월 기준)
·시험과목: 영어, 논술, 한문
·정보통신분야(EE, CS)
대학원 ·국내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중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정보통신) 취득하고자 하는 자
·시험과목: 영어, 전공

대학원
(동양학)

대학특별장학생·한학연수장학생
대학원장학생(정보통신·동양학)

·인문과학분야 및 사회과학분야 중 동양학관련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국내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중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시험과목: 영어, 한문

해외유학
·8월 경에 별도 실시 예정
장학생
※이중국적자 및 해외대학 유학 경험자 응시 불가(교환학생 경험자는 응시 가능)

Ⅰ 장학금 내용

1) 전형방법

1. 대학특별장학생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의 일환으로 본 재단에서
실시하는 영어, 전공 등의 연수를 받고, 정규 학기 수료 시까지 매월 소정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2) 접수기간 및 시험일자

2.	한학연수장학생은 사서삼경을 주요 과목으로 하는 3년 과정의 한학교육을
이수하고, 이 기간 동안 매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3. 대학원장학생은 등록금 및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을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시까지 지급받는다.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지원서: 홈페이지 On-Line 접수
·교수추천서: 홈페이지 On-Line 접수
·제출서류: 우편 제출

Ⅱ 재단 소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여 학문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
하고자 최종현 전 SK 그룹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공익재단입니다. 1974년
설립한 이래 세계수준의 학자양성을 위해 각종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750여명의 국내외 명문대학 박사학위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
교류지원사업, 중국과 아시아 내 18개 아시아연구센터(ARC)운영, 베이
징포럼과 상하이포럼 등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술포럼의 현지 개최를 통
하여 국제학술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2019. 2. 18(월) ∼ 3. 8(금)
·시험일자: 2019. 3. 16(토)

① 지원서 사본(홈페이지에서 출력)
②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③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1부(대학특별장학생, 한학연수장학생)
④ 저서 및 연구논문 사본 – 표제부만 (대학원장학생)
* 증빙서류는 3월 11일(월)까지 우편을 통해 제출하기 바랍니다.
(우편접수는 3월 11일 소인까지 인정함)
* 제출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17층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부 앞 (우편번호 06141)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홈페이지(www.kfas.or.kr)에서 확인하거나 장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 대표전화: (02)552-3641, 장학부: (02)501-9458 / 이메일: scholarship@kf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