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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음을 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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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절 전액 장학금 제도로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그 장학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기에 

SNU이음장학금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여러 난관을 넘으려면 세상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넓은 세상에 나가 봐야 합니다. 

넓은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와 나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기에 

학생들이 용기를 갖고 외국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선배님들을 보니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이란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대단하신 

선배님들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나보지 못할 선배님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분들과 정말 가족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의 

경험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힘든 의대 생활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SNU이음장학금을 신청하기 전까진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제 형편상 미국 여행 자체가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SNU이음장학금을 

통해서 다녀오고 나니 그런 건 없구나, 나랑 거리가 먼 일이

라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경험이 학기를 시작할 때나 어떠한 

다짐을 할 때 제 인생의 결정에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SNU이음장학금은 선한인재장학금의 

생활비 지원을 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한인재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달 생활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단기 해외 방문 지원 

최대 4주 / 1인 500만 원 이상

해외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한 학기 / 1인 1,500만 원 이상

SNU이음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후 원 자  한 홍 택

UCLA 석좌교수

       이음장학금을 통해 학생 시절에 더 넓은 세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경험이 있으면 좀 더 포부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학생들이 

가능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활이 인생에서 제일 재미있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그저 흘려 보내기보다는, 

무엇을 하든 재미있게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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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이음장학금 간단 참여신청서

성명:

연락처:

학과(특별과정):

약정 금액

□ 일시후원 일금: 원

□ 정기후원 매월: 원

SNU이음장학금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1666  2930으로 문자를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가적 소명과 

사회적 책무

서울대학교는 국가적 소명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세계와 함께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