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학 발전기금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하는 방법

College of Humanities

서 울 대 학 교 인 문 대 학 발 전 기 금

온라인 약정

교육·장학기금
학업 지원

메가스터디 창의인재 장학 기금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www.snu.or.kr)

학부생 지원

SK건설 인문나눔 장학금

상단 온라인 약정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원생 지원

권오현 대학원 생활비 장학금

작성 관련 문의사항은 02-880-604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금
인문-자연 학제간 연구 지원

암곡학술기금

한국학 지원

우송한국학 기금

특별연구학기제 지원

우덕학술 기금

박사후 연구 지원

박완서 학술기금 인문학 펠로우

약정구분

정액기부(일시납, 분할납), 월 정액기부

납부방법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교직원 급여공제, ARS후원

손장순 문학연구기금 인문학 펠로우
AFP 기금 인문학 펠로우
서희건설기금 인문학 펠로우
손주은 창의인재 인문학 펠로우
콜마BNH 인문학 펠로우

오프라인 약정

환경조성기금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가람 이병기 선생 기념실

두산인문관

우형규 도서전시실

풍산마당

정종수 인문학 도서실

이메일

snu.ch_planning@snu.ac.kr

주 소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8동 510호

전 화

02-880-6046, 담당자: 전성규

학장인사말

‘新한국학’이란?

세가지 주요 모금사업을 통해
인문대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장학기금

인문대학장 이석재 입니다.

· 新한국학 교육 : 신한국학에 기반한 새로운 인문학 고등교육 과정을 개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은 우리 구성원에게 더 나은 교육·연구

하고자 합니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 가정형편이 어려운 인문대학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합니다.
· 공감과 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新한국학’의 기치 아래 우리 사회를 끌어안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합니다.

동서고금을 포괄하는 한국학의 확장된 이해를 기반으로
세계를 집약적으로 대변하는 지금의 ‘한국 현상’과

학자들에게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탁월한 연구성과가 나올수 있도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고민하며 미래 한국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록하며 동시에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지향적인 인문

새로운 인문학적 접근!

학 교육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금
· 新한국학 교육 : 한국이라는 시좌(視座)를 통해 세계를 성찰하는 학자들
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합니다.
·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문대학 교수의 특별연구학기제를 지원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문대학에서는 스마트강의실, 디지털

· 박사후 연구원(Post-Doc)들의 우수한 신진 연구를 지원합니다.

교과과정,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융합연구 지원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로 인문대학은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마주할 교육·연구 기구로 거
듭나고자 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인문대학의 발걸음을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조성기금
· 스마트 강의실, 디지털 교과과정·연구시설 구축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연구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자연의 쉼터가 있는 인문캠퍼스를 조성합니다.
· 구성원 모두에게 쾌적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이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