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선한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유형 I, II) 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학생
2. 선발기준 :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유형I, II) 소득분위가 0, 1분위인 학생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
1) 국가장학금 이외의 소득분위(학자금대출 등)는 선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선정 제외 대상 : 규정학기초과자,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지원금액 : 월 30만원 (매월 15일 경 학생 계좌로 입금)
1) 2019학년도 1학기 (2019년 3월~8월) 동안 지원됩니다. (6개월간 총 180만원)
2) 소득분위가 늦게 산출되는 경우라도 지급총액은 18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소득분위 확인 이후 최초 지급시 기존 미지급액을 한번에 지급해 드립니다.
3) 중도 휴학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4. 신청기간 : [1차] 2019. 2. 18.(월) ~ 22.(금)
[2차] 2019. 3. 25.(월) ~ 29.(금)
※ 두 차수 중 한 번만 신청
5.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성적기준 미달시 장학생 추천서를 대학·학과사무실로 제출)
1)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
2) [신청서출력] 버튼이 활성화된 경우 출력물에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대학·학과사무실로 제출
3)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 2.4) 에 미달하는 경우 장학생 추천서 제출(첨부파일 참조)

6.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9 / jh.choi@snu.ac.kr)

선한인재장학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자격 관련
Q1.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선한인재장학금도 신청할 수 없나요?
A1.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있어야 심사대상에 포함되므로 국가
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치신 경우 2차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주십시오.
Q2. 1차 신청했는데 소득분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두 차수 중에 한 번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관련
Q3. 신청상태가 “신청”에서 “신청완료”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상 신청된 것인가요?
A3. 그렇습니다. “작성중”이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신청상태가 “작성중”인 경우 [신청]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십시오.
Q4. [신청서출력]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A4. 버튼이 눌리지 않는 경우 출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5. 소득분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5. 아닙니다. 학생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교에서 직접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 장학금 지급 관련
Q6. 소득분위가 늦게 나오면 지나간 월정금액은 받을 수 없나요?
A6. 아닙니다. 지나간 월정금액은 소득분위가 확인되는 대로 모두 지급해 드립니다.
예) 소득분위(0, 1분위)가 5월 말에 부여된 경우
6월분 지급시 3, 4, 5월분을 포함한 총 120만원 지급 (30만원 × 4개월)
7월분 지급시부터 월 30만원씩 지급
Q7. 다른 장학금(교외재단 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7. 학교에서는 중복수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외재단 장학금을 받으시는 경우,
교외재단의 조건에 따라 선한인재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