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 진행 일정

시기 진행업무 실행부서

~ 2020.08.05(수) 성적우수/프론티어 장학생 선발
(성적우수장학생 후보자 포함) 학과 사무실

~ 2020.08.10(월) 성적우수/프론티어 장학생 입력
학생복지팀으로 제출서류(공문) 송부 단과대학 교학팀

~ 2020.08.13(목)
화도/동해 장학생 선발

(기 선발된 비마/프론티어장학생을 
화도장학생으로 변경 포함)

학생복지팀

~ 2020.08.14(금) 교내장학생 명단 발표 U캠퍼스

~ 2020.09.04(금)
비마 장학생 추가 선발

(기 선발된 비마/프론티어장학생이 
화도장학생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잔여분)

학생복지팀

~ 2020.11.27(금) 화도/동해 장학생 추가 선발
(복학생 대상) 학생복지팀

※ 성적우수/프론티어장학생 선발이 변경되면 화도/동해 및 국가장학금 등 이후 진
행되는 장학금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을 준수해주시고, 부적격자 
선발, 적격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성적장학금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에 취득한 이수학점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 3.0이상인 

자 또는 학과 자체기준 의거, 이에 해당하는 자
- 교내 성적기준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과 자체기준이 이보다 낮지 않도록 함.

※ 학과 자체기준 예시
1) 직전학기에 취득한 이수학점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 3.0이상

인 자를 대상으로
2) 전공학점을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평량평균 상위자(석차 상위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한다.
3) 석차가 동일한 경우, 전공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4) 그 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유의사항
- 각 학과는 성적장학금 자체선발기준(내규)을 명문화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최대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한다.(학내게시판, 학과홈페이지)
- 장학생 선발기준을 변경할 경우, 최소 한 학기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학생

들이 사전에 장학생 선발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성적장학금은 각 학과, 학년의 석차대장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석차대장은 평
량평균이 아닌 백분위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평량평균 뿐 아니라 백분위점수까
지 같아야 동일 석차이다. 평량평균이 같고 석차가 다른 학생을 동일 석차로 
보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출서류(성적장학생 및 후보자 확정명단)에 장학생 및 후보자를 순위별로 기
재한다. 추후 학과에서 선발한 비마장학생(25%)이 화도장학생(50%)으로 변경 
선발되는 경우, 후보자명단의 순위에 따라 추가 선발하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변경 및 추가선발은 학생복지팀에서 진행)

- 후보자는 학년별로 5명씩 기재한다. 단, 성적장학생수가 70명을 넘는 학과는 
학년별로 7명씩 기재한다.

  

□ 프론티어장학금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 평량평균 2.5이상인 자

나. 봉사기준
-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다. 유의사항
- 자기활동소개서 및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 학과에서 선발한 프론티어장학생(25%)이 화도장학생(50%) 자격을 갖춘 경우 

화도장학생으로 변경 선발하며 프론티어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지 않는다.(변경 
선발은 학생복지팀에서 진행)

□ 공통
1)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므로 복수의 장학금 수혜자격을 갖춘 학생일 

경우에는 장학금액이 높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학
생 본인 의사를 참고하여 주무부서장이 장학종류를 정한다. 수석장학금 대상
자가 계속장학생(등록금 일부)일 경우에는 수석장학생으로 선발하고 확정명단
양식 비고란에 표기하여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한다.

2) 교외 계속장학생 중 등록금의 일부를 받는 경우, 등록금 잔액 범위 내에서 교
내장학금 중복수혜가 가능하다.(ex.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교외장학금을 
받는 계속장학생이 참빛장학금 수혜자격을 갖춘 경우, 교외장학금과 참빛장학
금을 모두 수혜할 수 있음)

3) 장학 규정 개정에 따라 잔여 이수학기가 존재하는 초과학기생도 장학금을 수
혜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이수학기 기준, 1~7학기까지 
심사대상. 단, 건축학과는 1~9학기)

4) 각 학과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
히 유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