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년도 하버드-옌칭 프로그램 참가 후보자 선발 공고
2022-23 년도 하버드-옌칭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귀 대학(원)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Visiting Scholars Program 안내
: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수에게 10개월간(2022.8월~2023.5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할
기회(study & research)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왕복항공권, 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 연구장려비
등을 지원
※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HYI Visiting Scholars Program Invitation Letter_202223_SNU” 참조
2. 지원 자격
가) 본교에 3년 이상(2019. 8. 1. 이전 임용) 재직한 교수(full time faculty member), 나이 제한은
없으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짐(preference is given to younger scholars who are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academic career)
나) 최근 5 년 이내(2017 년 이후)에 아시아 지역 밖의 교육기관(an institution outside of Asia)에서
PhD 학위를 취득한 자는 지원 불가
다) 이전에 Visiting Scholar fellowship 에 참가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3. 연구 분야
: Anthropology/ Archaeology/ Area and International Studies/ Art and Architectural History/
History (including economics and legal history)/ Linguistics/ Literature/ Media and Film Studies/
Philosophy/ Politics/ Study of Religion/ Sociology/ Women,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전공 (Economics, Education, Geography, Law, Psychology, and Public
Administration

등)의

경우

지원자격

여부를

HYI

담당자

(Ms.

Lindsay

Strogatz:

hyiprog@fas.harvard.edu)에게 확인해 본 후 지원할 것.
4. 1 차 심사 선발 인원: 총 4 명
※ 서울대에서는 위 인원을 선발하여 하버드-옌칭 연구소에 추천하며,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2 차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5. 선발 기준
- English Proficiency
- Academic training (including PhD degree in most cases)
- Quality and originality of the research proposal
- Demonstrated depth of the subject knowledge
- Feasibility of conducting the research at Harvard University and/or other major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 In cases where qualifications are roughly equal, priority is given to those candidates who
have not recently spent substantial time at an American university
- Be required to make at least one public presentation in English on their proposed research
project during their stay at the Institute

※ HYI 프로그램 지원에 도움되는 정보(지원가능 분야, 선발기준, 연구제안서, 추천서, 인터뷰,
지원서 검토 절차 등)는 아래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harvard-yenching.org/helpful-information-for-fellowship-applicants/
6. 제출서류 및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처

가. Application Information 1 부

제출서류 가~라:

나. CV 1 부

지원자가 제출기한 (2021. 8. 31.)까지
이메일 (i-office@snu.ac.kr)로 제출

다. Research Plan 1 부
라. Institutional Approval Form 1 부
*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To be signed by the President, Vice-Chancellor, Rector,
Dean of Faculty or other appropriate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applicant’s sponsoring university in Asia.
마. 영문 추천서 3 부
* MS Word or PDF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마:
추천자가 직접 제출기한(2021.8.31.)까지
이메일 (i-office@snu.ac.kr)로 제출

※ 메일 제목: Application for HYI 2022-23_이름

7. 제출기한: 2021. 8. 31. (화)
8. 선발절차 및 주요 일정
가. 지원마감일: 2021. 8. 31. (화)
나. 1 차 심사(서울대): 2021. 9 월중
다. 1 차 심사 합격자 하버드-옌칭 연구소 온라인 신청 마감: 2021. 9. 30.
라. 2 차 심사(하버드-옌칭 연구소): 2021. 10 월 – 2022. 2 월
마.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2 월 중순
10.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하버드-옌칭 프로그램 1 차 접수 담당자: 김현석 (tel. 02-880-4447)
11. 하버드-옌칭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
- 하버드-옌칭 연구소 홈페이지: www.harvard-yenching.org
- 하버드-옌칭 연구소 프로그램 담당자: Ms. Lindsay Strogatz (이메일: hyiprog@fas.harvard.edu)

첨부 1. VSP Announcement_2022-23_SNU 1 부.
2. VSP Application Information Form 1 부.
3. VSP Institutional Approval Form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