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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장학금 안내

1.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도 개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장학금은 크게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나뉩니다.

장학금 외에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표1).

 

표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도

구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장

학

금

교

내

장

학

성적기준 성적우수(우등)장학금, 단대(공대)맞춤형장학금

소득기준

본부맞춤형장학금[(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장학금, 소득분위 5분위이하장학금, 

6분위장학금, 7분위장학금, 8분위장학금, 유학생맞춤형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월정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해외교환학생지원)], 

단대(공대)맞춤형장학금

법정장학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근로장학 근로장학금

대학원 강의･연구지원장학금(등록금 및 월정장학금)

교

외

장

학

한국

장학

재단

성적기준가)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가),

소득기준 국가장학금(I, II)나),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기타교외장학 (재)서울대발전기금장학금, (재)공대교육연구재단장학금, 기타외부재단 장학금

학

자

금

대

출

한국장학재단(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이하, 이공계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공계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2003년도부터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입학하고 매년 2~3월에 선발되며, 수시우수전형과 수능우수전형으로 나뉩니다. 수시우수전형은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지며(입학 후 입학성적 기준으로 선별하여 개별연락), 수능우수유형은 자격요건을 확인

하시어 재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공계장학금은 일정성적(2017학년도 기준 직전학기 평점 3.1이상/4.3만점)

이상을 유지하면 규정학기 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므로 신청 시기(매년 입학초 3월 중 진행)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장학금(I, II)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가정에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유형I을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며, 서울대학교에서는 5분위 이하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유형II로 차액을 충당하여 등록금

(0분위~5분위 등록금 전액, 6분위~8분위는 차등지급) 지원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결과인 소득분위는 교내외 장학금 

선정 시 활용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재학생은 매년 5~6월, 11~12월, 

신입생은 첫 학기만 2~3월에 신청).

※ 소득분위 산정방식: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

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분위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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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은 성적우수자를 위한 성적기준장학금과 학생 가정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소득기준장학금이 

있습니다. 먼저, 성적기준장학금으로는 성적우수(우등)장학금, 단대(공대)맞춤형장학금이 있습니다. 소득기

준장학금으로는 본부맞춤형장학금과 단대(공대)맞춤형장학금으로 나뉘는데, 본부맞춤형장학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장학금, 소득분위 5분위이하장학금, 6분위장학금, 7분위장학금, 8분위장학금, 유학

생맞춤형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월정장학금) 및 해외수학장학금(해외교환학생)이 있습니다. 법정장학금

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장학금이 있습니다(표2).

또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정장학금을 지원받는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이 있으며, 근로장학생은 학과(부) 

및 공대 본부에서의 행정지원 그리고 튜터활동을 하게 됩니다(표3).

튜터･튜티제도는 근로장학의 일환으로 2007년도부터 공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지원활동 프로그램

입니다(표4).

표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내장학금

구분 장학금명 신청대상 성적자격기준 장학금액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성적

기준

성적우수(우등)장학금 ○가) - 정규학기
누적3.6이상 - 수업료전액

단대(공대)

맞춤형장학금
○가) ○가) 2.7이상 3.3이상

수업료10~60%(학부)/

수업료10%~전액(대학원)

소득

기준나)

본부

맞춤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 1.7이상 - 수업료전액

소득분위 0분위 및

1분위 중 차상위
○ - 1.4이상 - 수업료전액

1분위(차상위제외)~5분위 ○ - 2.4이상 - 수업료전액

6분위 ○ - 2.4이상 - 수업료80%

7분위 ○ - 2.4이상 - 수업료60%

8분위 ○ - 2.4이상 - 수업료40%

유학생맞춤형 ○가) - 2.4이상 - 수업료전액

선한인재장학 ○ - 2.4이상 - 월30만원

해외수학장학 ○ - - -
384만원~600만원

(수학지역·기간,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단대(공대)

맞춤형

일반 ○가) ○가) 2.4이상 3.3이상 수업료10~60%(학부)/

수업료10%~전액(대학원)유학생 ○가) ○가) 2.4이상 3.3이상

법정

장학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 1.4이상 - 수업료전액

북한이탈주민 ○ - 직전2개학기
평균1.4이상 - 수업료전액

근로

장학

근로장학금 ○가) ○가) - -
월정장학금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 1.4이상 -

대학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 ○가) - 3.3이상 수업료전액 및 
월정장학금

가) 외국인학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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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대학교에서는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의 가정에는 국가장학금(I, II)과 연계하여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학생 선발기준은 학과(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과(부) 행정실 문의

• 교내장학금 신청시기 : 1학기 장학금은 매년 11~12월, 2학기 장학금은 매년 5~6월 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작성 완료된 신청서는 직접 학과(부)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쇄 가능)

표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근로장학금

종류
신청대상

근로시간 근로수당
공대활용인원

(‘19.1기준)학부 대학원

유형 1 ○가) 주10시간(월40시간) 월334천원 80명

유형 2 ○가) 주15시간(월60시간) 월501천원 40명

유형 3

(학사지원장학금)
○가) 주20시간(월80시간) 월800천원 7명

유형 4

(국가교육근로장학금)나)
○(공대, 본부, 
부속기관 근로) 주15시간(월60시간) 월501천원 미정

유형 5

(국가교육근로장학금)나)다)
○(교외기관 

근로)
주15시간(월60시간) 월630천원 -

가) 교내 근로장학 신청을 한 학생(외국인학생 포함)만 선발 가능 (단, 신입생  및 휴학자 제외)

  •  교내 근로장학 신청시기 및 방법 : 1학기는 1~2월경, 2학기는 7~8월 신청, 신청방법은 교내장학금 신청방법과 동일

나) 국가교육근로장학(유형 4, 5)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재단의 소득기준(8분위 이내) 및 성적기준(70점)을 

통과하여야 함(신청기간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동일(매년 5~6월, 11~12월))

다) 국가교육근로장학 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주당 최대 40시간(월160시간) 근로가능

표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튜터･튜티 제도가)

자격
튜터 • 해당과목 성적우수자 또는 성적이 우수한 동수업 수강 학부생

튜티 • 공과대학 학부생 전원 

해당과목 • 공대 학과(부) 주요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등 희망과목(1인1~2과목신청)  

활동기간 • 1학기: 3~8월(6개월) • 2학기: 9~2월(6개월)

신청기간 • 1학기: 2월          • 2학기: 8월

신청방법 • 공대 및 학과(부)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1학기는 매년 1~2월경, 2학기는 매년 7~ 8월경)

활동시간 • 주당 10시간 (수업준비 8시간 + 수업 2시간)

튜터

특전사항

• 학기 중 성실하게 튜터활동을 마친 학생에게는 공대학장명의 증서수여

• 근로장학생(유형1) 월정장학금(334천원/인․월)지급

가) 공과대학에서는 학부생들의 학업을 도와주고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튜터･튜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당 약 2~30여팀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과대학 및 학과(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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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외장학금

교외장학은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재)서울대발전기금장학금, (재)공대교육연구재단장학금, 

기타 외부재단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표5, 6).

 

표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외장학금

장학금명 지원자격/기준 장학금액 지급기간
신청시기

신청방법
1학기 2학기

한

국

장

학

재

단

국가우수장학

(이공계)

학부생, 입학예정자

(수능,입학성적)
등록금전액 등 4년

(일정자격

유지조건)

3월 -

한국

장학

재단

에서

온라인

신청

대통령과학
학부생,입학예정자

(고교학점,석차)

등록금전액, 

학업장려비 등
2월 -

국가장학(I)

학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계소득 0~8분위

연520만원

~67.5만원

1학기

재학생 

11~12월, 

신입생 

및 

복학생 

2~3월

재학생

5~6월,

복학생

9월국가장학(II) 예산기준

국가교육근로
학부생 1.4이상, 

가계소득 8분위이내

월501천원

~630천원
1월 7월

사랑드림
학부생, 

기부처별 기준 준용

등록금 범위내,

생활비
1월 7월

(재)서울대발전기금

학부생 2.7이상,

대학원생 3.3이상,

가정형편고려

기금예산

범위내

1학기 

또는

1년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학과(부)

추천 등

(재)공대교육연구재단가) 가정형편고려 등
등록금 범위내,

생활비 등

1학기 

또는

1년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학과(부)

추천 등

기타 외부재단 재단별 기준 준용 
재단별

소정금액

재단별

소정기간

가) (재)공대교육연구재단에서는 김태영장학금, 동진쎄미켐 이부섭 장학금, 손동준장학금, 지엔에스 공병채 장학금, 후배사랑·

제자사랑장학금, Boeing장학금, 조명희·고병남 장학금, 59동기회 장학금, 김성중, 이건호, 김영환, 홍영걸 장학금, 동부문화

재단 외국교수 양성 장학금 등 다양한 공대발전기금장학금을 운영하여 장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 체제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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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학재단명 지원자격 장학금 추천
신청기간

비고
1학기 2학기

1 학과(부) 기타장학금 각 학과(부)별 상이
등록금 및 

생활비
상이 각 학과(부)별 홈페이지

2
관악회(특지및일반)

(서울대총동창회)

각 기금별 상이

(가정형편고려 등)

등록금 범위내,

생활비 등
상이 www.snua.or.kr

3 관정이종환교육재단

학부3학년진학자 

또는 대학원신입생, 

전체 성적 3.8이상

2년간,

학기당 550만원
학과(부) 11월 www.ikef.or.kr

4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2학년진학예정자,

가정형편곤란자

3년간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교재비 80만원

또는 50만원

학과(부) 1월 　 www.suam.or.kr

5 대한건설협회

건설전공 3학년

직전 2개 학기 

성적 3.0 이상　

학기당 

300만원
학과(부) 12월 　 www.scak.or.kr

6 돈암장학회

2학년 재학생

성적 3.3이상

가정형편곤란자

등록금 전액 학과(부) 1월 ☏02-739-8780

7 롯데장학재단

2~4학년 재학생

직전학기 3.3이상 또는

전체 성적 3.5이상

등록금 전액 학과(부) 11월
www.lottefoundation.or.

kr

8 몽은장학재단

학부과정 재학생(공개선발)

소득분위6분위이하(자립)

건강보혐료 10만원미만(자립)

성적우수자 3.7이상(성적)

등록금200만원 학과(부) 2월 ☏02-451-1048

9 무진과학기술장학회 대학원 입학예정자
학기당 300만원, 

졸업 시까지
학과(부) 12월 ☏02-2266-6564

10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교환장학생)

교환학생 무경험자

직전학기 및 전체 

학기 성적 3.3이상

아시아지역 500만원

기타지역 700만원
학과(부) 9월 3월 　

11 봉신장학회
직전학기 3.3이상인

3학년 재학생

등록금 전액

(한  학기 지원)
학과(부) 1월 ☏02-713-5425

12 산학협동재단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사회적배려대상 가정 

자녀 우선 추천

연간 400만원 학과(부) 12월
www.sanhakfund.or.

kr

13 삼송장학회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및 

가정형편곤란자

1년간,

학기당 

135만원

학과(부) 1월 www.samsong.org

14 삼일장학회

학사과정

희망:장애인부모,한부모, 

다문화가정, 

보육원출신

동행:장애학생

학업장려금

250만원
학과(부) 1월 ☏02-2106-3468

표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타 교외장학금 (2019학년도 1학기 기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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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학재단명 지원자격 장학금 추천
신청기간

비고
1학기 2학기

15 삼화지봉장학재단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및 

가정형편곤란자

학기당 

200만원
학과(부) 1월 　 www.samwha.co.kr

16 서암학술장학재단

해당학년도 신입생

직전학기 성적 

3.7이상 및 

가정형편곤란자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및 봉사활동비 

학과(부) 8월
foundation.sbs.co.kr/

seoam

17 선암장학재단

화학공학 전공자로

3학년 진학예정자

전체 성적 

3.5(4.5만점)이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년간,

학기당 200만원 
학과(부) 12월 www.sunam107.or.kr

18 성옥문화재단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출신

건강보험료 월평균

25만원 이하　

1년간,

등록금 전액
학과(부)　 1월 www.sungok.or.kr

19 송원김영환장학재단
성적우수 및 

가정형편곤란자

학기당 

500만원
학과(부) 11월 www.songwon.or.kr

20 신양문화재단

전체 성적 2.4이상

잔여학기 2학기 

이상 남은 학생

1년간,

등록금 전액
학과(부) 1월 　 www.sinyang.org

21 아산사회복지재단
전체 성적 

4.0(4.5만점)이상

졸업시까지

(정규학기내),

등록금 전액

학과(부) 1월
www.asanfoundation.

or.kr

22 아이들과미래재단

전년도소득기준

중위소득 80%

학사과정재학생

1학기

등록금 전액
학과(부) ☏02-365-8487

23 양영재단

3학년 진학예정자

직전 2개 학기 평균성적 

85점 이상 

가정형편곤란자

연간 800만원 학과(부) 1월 www.samyang.com

24 우덕재단

성적우수자 및 

가정형편곤란자

(소득분위6분위 이하)

졸업시까지

(정규학기내)

등록금 전액

학과(부) 3월 　 ☏02-531-7194

25 용운장학재단

공개모집

해당학년도 신입생

성적우수자

(수능 영역별 2등급 이상 

내신 10%이내

학기 350만원

재단기준충족시 

정규하기 내 

졸업까지 지원

학과(부) 1월 ☏032-325-3461

26 운경재단

학부2학년 진학자

벤처 창업에 관심

전체평점 2.8 이상

등록금전액

(1년이원칙, 

연장가능)

학과(부) 1월 ☏02-737-1777

27 유당장학재단
직적학기 3.0이상

가정형편어려운자

등록금전액

(졸업시까지)
학과(부) 1월 ☏02-719-2735

28 인촌기념회

직전학기 성적 

3.3 이상,

소득분위 6분위 

이하인 자

등록금 전액 학과(부) 1월
www.inchonmemorial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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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학재단명 지원자격 장학금 추천
신청기간

비고
1학기 2학기

29 정산장학재단
성적우수자

(전체 성적 3.44이상)

1년간,

학기당 250만원
학과(부) 2월 www.tkgroup.co.kr

30 정수장학회

2~3학년, 전년도  

1학기 성적85점이상 

및 석차 5%이내인 자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학업장려비

50만원

학과(부) 1월 www.chungo.or.kr

31 정헌재단

재료공학부 재학 

중인 성적우수자

(직전학기 성적 

3.8 이상)

등록금 전액 학과(부) 3월 8월 www.jung-hun.com

32 케이씨 미래장학금

반도체,디스프레이,산업 

관련 학과

2학년재학생

등록금전액

(재단충족시)
학과(부) 11월 7월 ☏02-2103-3527

33 청합장학회
성적우수자 및 

가정형편곤란자

졸업시까지

(정규학기내)

등록금 전액

학과(부) 7월 ☏02-554-5006

34 포니정장학재단

건축, 건설 전공 

2~4학년 재학생

45학점 이상 이수

성적 상위 20%

1년,

등록금 전액
학과(부) 10월 www.ponychung.org

35 한국선급재단

조선해양공학 전공

백분위 점수 85점 

이상

학기당 

300만원
학과(부) 9월 ☏070-8799-8695

3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학 전공 

4학년 재학생

전체 성적 2.71이상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50만원

학과(부) 1월 ☏061-345-4047

37 현송교육문화재단
직전 2개 학기 

성적 3.3이상

연간 800만원

(학업장려금)
학과(부) 1월 　 www.hyunsong.kr

38
한국도레이과학진흥

재단

재료,화학,전기

4학년1학기재학생

소득분위 8분위 이내

등록금전액 학과(부) 1월 ☏02-3279-1273

39 형애장학회

직전학기 성적 

3.44 이상 및 

가정형편곤란자

등록금 전액 학과(부) 2월 8월 ☏02-468-5674

※ 위 교외장학금 목록 외에 많은 교외장학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학과(부)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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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자금대출 제도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표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있으며, 농어촌출신대학생을 위한 무이자 대출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공단 등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표7).

표7. 서울대학교 학자금대출 제도

종류 개요 신청자격가) 대출범위

한

국

장

학

재

단

든든학자금대출
취업전 원리금상환 

부담 없는 대출
가계소득 8분위이내 학부생

등록금 및 생활비

(생활비 학기당

최대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학제에 따라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자유선택

가계소득 9분위이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록금 및 생활비

(생활비 학기당

최대 150만원)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에 6개월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

학부생 등록금

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70점 이상 (단, 신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신청기간(※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입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1학기: 1~2월(생활비대출은 1~5월)/ 2학기: 7~8월(생활비대출은 7~11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기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 기타 농협, 신한은행에서 생활비 대출 가능

5. 장학금 신청 시 기타 유의사항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모든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은 본인 신청을 필수로 합니다.

• 모든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안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알림광장-장학알림(eng.snu.ac.kr)

    - 서울대학교-교육-학사행정-장학금･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공지사항(scholarship.snu.ac.kr)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해당 학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기타 교외장학금 외부 재단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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