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자 서울대학교 총장

참  조

제  목 2019년 2학기 신규 글로벌 희망장학생 선발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삼성꿈장학재단은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 대학(원)생들을 글로벌 희망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재단은 2019년 2학기 글로벌 희망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내용을 검토하신 후, 장학생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자격

- DAC 수원국 명단에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자

- 가정 경제상황이 어려운 자

- 학업수행능력(언어, 성적)이 우수한 자

-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고국에 기여할 의지, 잠재력이 있는 자  

- 한국전쟁 참전국 중 현재 개발도상국에 속한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터키, 태국, 필리핀) 출신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단, DAC 수원국 명단에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자라도 교포는 선발에서 

제외함. 

2. 선정일정 및 절차

- 신청서 제출: 2019. 7. 26(금)까지*

- 서 류 심 사: 2019. 7. 29(월) ~ 8. 2(금)**

- 면 담 심 사: 2019. 8. 28(수) ~ 8. 30(금)

- 결과발표 및 장학금 지급: 2019. 9월 초

* 대학은 추천하는 학생들의 신청서를 수합·분류하여 재단에 제출하며, 재단은 2019.7.26(금)

까지 재단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서류 심사를 진행함. 

**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담심사는 대상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함. 2차 면담심사는 논술과 

면접심사로 진행됨.



3. 지원내용

- 학부생: 대학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은 학기

당 학업보조비를 지원(기숙사비, 의료보험비, 교재비, 식비 등)

- 대학원생: 학기당 등록금 혹은 학업보조비를 학생의 장학금 수혜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4. 제출서류

- 학부생: 지원신청서 <서식 1-1>~<서식 1-3> 영문 혹은 국문

- 대학원생: 지원신청서 <서식 2-1>~<서식 2-3> 영문 혹은 국문

 

5. 선발예정인원: 5명 내외

6. 서류 제출기한: 2019. 7. 26(금)까지

7. 서류 제출방법: 우편제출

- (우)140-709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20층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국내장학사업 담당자 앞

8. 문의: 글로벌 국내장학사업 담당자 김별아 02-727-5406, global@sdream.or.kr

9. 첨 부 : 1. DAC 수원국 명단

         2. 지원신청서 양식(국문, 영문)

         

(재)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팀원 김별아 팀장 장우주 사무총장 우진중 이사장 노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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