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정책과학대학 복학/신(편)입생 교내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 안내
[서울캠퍼스 정책과학대학] 2021-1학기 정책과학대학의 복학/신(편)입생 교내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 및 선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1-1학기 학부 복학/신(편)입생이 대상이며, 기존 재학생들은 교내장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1-1학기 신(편)입생중 기존에 장학서류제출기간내에 "사랑의실천"서류제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하여 감면 및 환불처리된 학생들은
별도로 신청 및 서류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추후 2021-2학기부터는 별도 교내 장학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 장학금 종류에 따라 아래의 신청사항 확인 및 제출서류 해당자 업로드 부분 확인 (* 2020-1학기부터 교내장학신청 온라인신청 및 업로드로 변경)
구 분

장학금 종류별
확인사항

정책과학대학
추가 서류 업로드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 사랑의실천 장학금

* 실용인재 장학금

- 교내장학 신청(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선택)
- 자기소개(필요시 작성)
- 해당 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 확인
* HY-in 온라인신청만으로 신청접수완료 (해당서류 업로드 필수)

- 교내장학 신청(일반가계곤란 선택)
- 자기소개(필요시 작성)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 확인
* HY-in 온라인 신청만으로 신청접수 완료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2021년 2월 이후 발행분
※ 제출증명서 명의가 학생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업로드 필요

- 추가 업로드 서류 없음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신(편)입생은 직전학기 기준없음)
- 장학금액 : 등록금 100% 지원 (단, 국가장학 1, 2유형 신청 필수)

-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소득분위) 100% 적용하여 차등 선발
(단, 국가장학 1, 2유형 신청 필수)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신(편)입생은 직전학기 기준없음)

▢ 교내장학 온라인신청기간 : 2021. 2. 22(월) ~ 2021. 3. 16(화) 24:00
※ 재학생의 교내/국가장학 신청은 위 기간내에 불가능하며, 국가장학의 경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구제신청(자동적용) 및 심사후 지원가능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온라인신청방법
HY-in
LOGIN

→

신청 메뉴

→

등록장학 > 교내장학신청 메뉴 선택

→

▢ 교내장학 ‘사랑의실천 ’대상자 서류 업로드후 신청완료 확인
▢ 제출 및 문의처(정책과학대학 장학 담당) : 정책과학대학 행정팀( 02-2220-2764 )

신청서/자기소개서(선택)
작성 및 저장

→

신청완료 상태 확인
(서류업로드 대상자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