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신청서(원주의대)
Full-time Graduate Student Scholarship Award Application (Wonju College of Medicine)
소속교실
Department

구 분

지도교수명
Advisory Professor

대학원생
추천사유
Reason
for
Recommendation

의료보험가입
Health insurance

외국인 전일제 대학원생은 재학기간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매학기 마다 교학
부로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I will submit a proof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every semester to the
Department of Research and Graduate School Affairs.

주) 신청서 작성 전 전일제장학금 관련 내규를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te) Please confirm the regulations regarding full-time graduate student scholarship award prior to
completing the application.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following scholarship award.

년
Year

월
Month

일
Date

지 원 자/Applicant :

(인)(Signature)

교 실 명/Department :
지도교수/Advisory professor :

(인)(Signature)

일반대학원(원주) 전일제장학금 지급지침
2018. 3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내규 및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글로벌의생명학과, 웰
니스건강노화융합학과 등 (원주) 내규의 범위 내에서 전일제 장학생의 배정 원칙과 그 장학금 지급에 관
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도교수 신청 자격) 원주의과대학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박사학위 소지 조교수는 전일제
장학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전일제 장학생 신청 시기 및 방법) ① 해당 학기 입시전형과 동시에 전일제 장학생 신청서를 사무팀
교학부에 제출한다.
② 입학 시 공인인증 영어성적표 사본(신청 시 기준 2년 이내 유효)을 제출한다.
제4조 (선발 방법)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사정 이전에 매 학기당 선발 기준에 의해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입학사정 시 대학원위원회에서 요청한 전일제 장학생 신청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전일제 장학생
을 선발한다.
③ 외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입학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④ 외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공인인증영어성적 (TOEFL PBT 585, IBT 95, TOEIC 830, IELTS 6)이상의 점
수를 입학지원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를 지급한다. (단, 입학 후 제출 시에는 제출한 다음 학기
부터 잔여 정규등록 기준 학기까지만 지급하도록 한다.)
⑤ 외국인 생활비 지급은 박사 및 통합과정 글로벌의생명학과 및 의학과 의생명과학트랙에 한한다.
- 영어성적 기준
과정
석사
박사
통합

토익 기준
750이상
750이상~830미만
830이상
750이상~830미만
830이상

입학금,
입학금,
입학금,
입학금,
입학금,

1-4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5-6학기
지원사항 없음
연구학기 등록금
연구학기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7-8학기
지원사항 없음
연구학기 등록금
연구학기 등록금, 생활비

⑥ 내국인 전일제 장학생은 입학지원 시 제출한 공인인증영어성적이 TOEIC 기준 550점 이상은 등록금 전
액, 450점 이상은 등록금의 2/3를 지급한다. (단, 입학 후 제출 시에는 제출한 다음 학기부터 잔여 정규
등록 기준 학기까지만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및 수혜) ① 정규등록 기준(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통합과정 8학기)으로 하여,
등록금 전액(입학금 및 잡부금 제외)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 (단, 병원에서 체재비 지원 시 생활비 지급 제외.)한다.
②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한 학기에 한번씩 납입영수증을 교학파트로 제출
하도록 한다.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③ 외국인 전일제 장학금(생활비포함)은 직전 학기 성적이 3.5/4.3이상의 경우 지급한다.
6조 (운영 및 평가) ① 해당 지도교수는 장학금 지급 시점부터 완료 후 2년 이내에 SCI급 논문 게재를 증명
해야 한다.(석사 및 박사과정 원생은 각 1편, 통합과정 원생은 상위 20% 논문은 1편을, 그 외는 2편을 최
저기준으로 한다.) 단, 각 과정별 원생의 논문 업적보고는 제1저자 대학원생,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한정
하여 인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SCI급 논문 별쇄본 또는 게재 예정증명서를 교학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
다.
③ 최저기준의 업적보고를 실행하지 못한 지도교수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신규 신청을 제한한
다.
제7조 (장학금 수혜 중도포기) ① 전일제 장학금 중도포기 사유 발생 시 전일제 장학금 수혜 중도포기 사유
서를 지도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교학부로 제출해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 후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지도교수의 신규신청을 제한한
다.
제8조 (장학금 지급 시기)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시 학비감면으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글로벌의생명학과, 웰니스건강노화융
합학과 등 (원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시행) 본 지침은 2002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제3조 (1차 개정) 본 지침은 2005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4조 (2차 개정) 본 지침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5조 (3차 개정) 본 지침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6조 (4차 개정) 본 지침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7조 (5차 개정) 본 지침은 2014년 9월부터 시행한다.
제8조 (6.7차 개정) 본 지침은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9조 (8차 개정) 본 지침은 2015년 9월부터 시행한다.
제10조 (9차 개정) 본 지침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11조 (10차 개정) 본 지침은 2017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12조 (11차 개정) 본 지침은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

Regulations of Full-time Graduate Student Scholarship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Wonju)
Revised 2018.3.
Article 1 (Objective)
This regulation states the principles of appointment of full-time graduate students and the
scholarship award. All the principles will be effective in the boundaries of regulations stated
by internal regulations of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Wonju).
Article 2 (Faculty Eligibility)
Faculty working in the Wonju College of Medicine as associate professors or higher level,
or assistant professors with doctorate degree may request full-time graduate students.
Article 3 (Application)
①Submit "Full-time Graduate Student Application" to the Department of Research and
Graduate School Affairs during the admissions period.
②Applicants are required to submit a copy of certified English score (score only in the
last 2 years will be effective).
Article 4 (Selection)
①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may set and submit a priority list of full-time
graduate students to the University before regular admission process.
②The University may select final awardees prioritizing the applicants recommended by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③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s must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their stay in
graduate school.
④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at least one official English
score (minimum score for qualification: TOEFL PBT 585, IBT 95, TOEIC 830, IELTS 6) to
qualify for the full-coverage of scholarship including living expense. The Scholarship will
not be awarded until the student submits the required official English score and there is no
retroactive support.
⑤Living expenses will be provided only to the students enrolled in Dept of Biomedical
Science and the Biomedical Science Track in Dept. of Medicine as a doctoral or joint degree
program.
- English Test Score Report
Degree
Master’
s

TOEIC Standard
750 or higher
Between 750
and 830

Doctoral
830 or higher
Between 750
and 830
Joint
830 or higher

From 1st to 4th
Semester
Entrance & Tuition
Fee
Entrance & Tuition
Fee
Entrance & Tuition
Fee,
Living expense
Entrance & Tuition
Fee
Entrance & Tuition
Fee,
Living expense

From 5st to 6th
Semester

From 7st to 8th
Semester

No scholarship support
12% of Tuition Fee
12% of Tuition Fee,
Living expense

No
support

scholarship

Tuition Fee

12% of Tuition Fee

Tuition Fee &
Living expense

12% of Tuition Fee &
Living expense

Article 5 (Award)
①Full tuition (excluding the admission and miscellaneous fees) will be awarded during
his/her full-time registration (masters degree: 4 semesters, doctoral degree: 6 semesters,
joint degree: 8 semesters). International students will be provided with a certain amount of
living expenses if needed. (Living expenses will not be subsidized for those who get support
from the University Hospital.)

②International students who benefited from full-time scholarship from university or
hospital have to get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submit the receipt of payment to the
Department of Research and Graduate School Affairs once a semester. If they don't submit
the receipt of payment, full-time scholarship can be discontinued.
③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s with previous semester’s GPA below 3.5 will not be
awarded received the scholarship (including living expense).
Article 6 (Responsibility and Requirement)
①The advisor mentored a student who benefited full-time scholarship from this
University must publish paper(s) related to student’s thesis project(s) in the level of SCI(E)
journal(s) within two years after student’s graduation. (Master's and Doctoral degree:
minimum 1 article, joint degree: minimum 2 articles or 1 top 20% article). The students who
enrolled in each course (master, doctoral, or joint degree) are required to publish at least
one first-authored paper in which his/her advisor should be corresponding author.
②The advisor is required to show reprint of publication or submit proof of his/her
publication-to-be to the Department of Research and Graduate School Affairs in time.
③The advisor who fails to meet the minimum publication requirements cannot take
full-time graduate students for a period of time corresponding to the scholarship period of
the previous trainee(s).
Article 7 (Withdrawal)
①The student and advisor are required to submit “Withdrawal form” and describe the
reason of withdrawal, if the graduate student withdraws from full-time scholarship
②If the reason of withdrawal is not appropriate or acceptable (will be determined by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the advisor cannot take future students for a period of time
corresponding to the scholarship period of the withdrawn trainee(s)
Article 8 (Time for award)
The scholarship shall be awarded in form of waiving tuition at every semester (the
specific duration indicated elsewhere).
Supplementary
Article 1 Miscellaneous items not covered in this regulation shall be decided by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of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Wonju).
Article 2 (Implementat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December 2002.
Article 3 (First revis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March 2005.
Article 4 (Second revis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March 2006.
Article 5 (Third revis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March 2009.
Article 6 (Fourth revis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March 2013.
Article 7 (Fifth revis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September 2014.
Article 8 (Sixth, Seventh revis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March 2015.
Article 9 (Eighth revis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September 2015.
Article 10 (Ninth revis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March 2016.
Article 11 (Tenth revis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March 2017.
Article 12 (Eleventh revision) This regulation shall be in effect from March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