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 학기 복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우정장학 신청 안내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17 년 5월 1일( 월) ~ 5월 14일( 일) [2주간]
2. 신청자격
1) 국제캠퍼스 2017-1학기 복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1차, 2 차) 2017-1 학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로 확인된 자
② 2017학년도 1학기 등필복학생은 이전 등록학기 우정장학금 미수혜자
③ 현재 정규학기 재학 중인 자

2) 성적기준
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 심사 없음
② 복학생
- 직전학기 원성적 기준 12학점

2.0 이상 취득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 장기해외연수 등 인 경우 9학점이상 Pass

3) 우정장학 지급 제외자
① 2016-2학기 이수한 ( 성적이 있는 ) 재학생
② 2017-1학기 장학금 전액 수혜자(복학생은 이전 등록학기 + 2017-1 학기)
- 대외 , 국가 , 교내장학을 모두 포함하여 전액 수혜자를 말하며 " 근로장학, 학업장
려금 , 기숙사비 , 생활비 ,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 " 은 포함하지 않음.
- 최종등록학기 등록금과 장학금 기준임.
③

현재 휴학 중인 자

④

정규학기 초과자

⑤

기타 장학규정 장학금 지급제한( 징계 등) 에 해당하는 자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신청 > 장학 /융자신청> 2017-1학기 우정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하기> 신청하기(저장)
- 온라인으로만 신청 완료.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 신청하기 (저장) 버튼 반드시 누르기
- 본인 신청내용 반드시 확인할 것!
4. 지급예정일 : 6월 중(국가장학금Ⅰ·Ⅱ 유형 지급완료 후 지급)

5. 지급금액
- 복학생은 재학생 기준과 동일하게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됨( 현재 미정이며, 확정시 재공지)
6. 지급방법
⓵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 장학팀에서 직접 상환처리
⓶ 공무원연금 학자금 대출자 : 장학팀에서 직접 상환처리
⓷ 기타 학자금대출자: 학생이 부모님 통하여 직접상환처리
④ 학자금 미대출자: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이체
※ 본인계좌 미등록자는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바람.
7. 문의: 학생지원처 장학팀 031)201-3055~9
<2017-1 학기 재학생 우정장학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금액

비고

0분위
1분위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전액

2분위
3분위

200만원

4분위

140만원

5분위

120만원

6분위

90 만원

7분위

40 만원

8분위

40 만원

최종 등록학기 등록금 기준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아닌 학적변동이 없는 재학생 중 교내장학금 정규기
간 미신청자(2016. 12. 9~ 2017. 1. 8.) 본 우정장학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규로 장학팀 장학사정관제를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