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안내
□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기준 및 구비서류
*모든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을 원칙으로 함
*모든 증빙서류제출은 종합정보시스템-파일저장 또는 팩스 제출(02-520-0720)
*모든 서류의 발급일은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

1. 교육지도자장학금
1) 선발기준
- 교육대학원 재학생
- 교장, 교감(초,중,고), 국공립유치원 원장 및 원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2) 장학금액: 50만원
3)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종합정보시스템입력),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2. 기독교리더십장학금
1) 선발기준
- 신학대학원 재학생
- 경제사정 형편이 곤란한 자로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
(가족 또는 공동개척인 경우 해당 없음)
- 입교인 10인상 교회(단, 농촌의 경우 면단위 이하 지역은 입교인 5명 이상)
- 본 교단에서 ‘개척교회확인서’ 발급가능 교회(백석총회)
2) 장학금액: 100만원
3)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서, 개척교회확인서(백석총회발급), 교회주보(1개월 내),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최근 12개월)

3. 봉사장학금
1) 선발기준
- 반대표, 찬양단, 예배위원 봉사자
- 대의원 임원
2) 장학금액
- 반대표, 찬양단, 예배위원 봉사자: 50만원
- 대의원 임원: 일정액
3)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종합정보시스템입력), 없음(교목실, 원우회를 통해 서류처리)

4. 나눔I 장학금
1) 선발기준
- 모든 대학원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해당자

- 차상위계층(본인 또는 가정) 해당자
2) 장학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
- 차상위계층: 50만원
3)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1개월내)
- 차상위계층 : 장학금신청(종합정보시스템입력),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본인명의/1개월내)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5. 백석가족장학금
1) 선발기준
- 모든 대학원 재학생
- 본교 타 대학원에 동시재학중인 가족 또는 본인
2) 장학금액: 각 50만원(신청자 모두 해당학기 등록자에 한함)
3)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서(본인 및 동시재학대상자 모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6. 목회자가족장학금
1) 선발기준
- 모든 대학원 재학생
- 본 교단(백석) 소속 목회자의 가족(자녀 또는 배우자)
2) 장학금액: 50만원
3)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종합정보시스템입력), 소속증명서(백석총회발급), 가족관계증명서

7. 교수추천 봉사장학금
1) 선발기준
- 모든 대학원 재학생
- 교수연구실 봉사자
- 설교실습(TA)수업 조교 봉사자(기독교전문대학원학생만 가능)
2) 장학금액
- 교수연구실 봉사자: 50만원
- 설교실습(TA)수업 조교 봉사자: 일정액(수업 횟수에 따라 다름)
3)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서(교수님 서명 후 제출)

8. 사랑장학금
1) 선발기준
- 모든 대학원 재학생 중 장애학생 본인
2) 장학금액: 150만원
3)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 장애등급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1~3급)을 가진 학생도 위의 기준을 따른다.

9. 외국인장학금
1) 선발기준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자(정원외)
- 보험가입자(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지급대상자 제외_해당부서 제출)
2) 기본지급액 : 학기별 수업료의 30%(입학금 제외)
3) 추가지급액 : 한국어능력시험성적에 따른 차등지급
- TOPIK 2급: 수업료의 10%
- TOPIK 3급: 수업료의 15%
- TOPIK 4급 이상: 수업료의 20%
4)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북한이탈주민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0. 기타
☞

장학 신청기간 준수 강화
-모든 장학금은 장학금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 할 수 없음.
-장학금은 신청한 장학 중 장학금액이 큰 두 개의 장학만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