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선한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유형 I, II)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학생
2. 선발기준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I, II)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이하인 학생(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
1)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만 인정
2)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3) 선정제외 대상 : 수엽연한초과자, 휴학자, 학사경고·유급·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지원금액 : 2구간 이하 월 30만원
1) 기간 : 2022학년도 2학기(2022년 9월~2023년 2월)
2) 지급일 : 매월 15일경 지급 (2023년 2월분은 20일경 지급)
3) 지급 중단 : 중도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 시

4. 신청기간 : [1차] 2022. 8. 16.(화) ~ 8. 22.(월)
[2차] 2022. 9. 13.(화) ~ 9. 19.(월)
※ 두 차수 중 한 번만 신청

5.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성적기준 미달시 장학생 추천서를 대학·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선한인재 장학금)

6. 참고사항 :
1) 학자금지원구간이 늦게 산출되는 경우라도 지급총액은 동일
- 학자금 지원구간 산출 이후 최초 지급 시 기존 미지급액을 한 번에 지급
2) 선발된 장학생 대상으로 발전기금 기부자에게 감사편지 작성 의무 등이 생길 수 있음
3)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 smilehae@snu.ac.kr)

선한인재장학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자격 관련
Q1.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선한인재장학금도 신청할 수 없나요?
A1.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이 있어야 심사대상에 포함되므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친
경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주십시오.
Q2. 복귀생은 선한인재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2. 복귀하는 학기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있어야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Q3. 1차 신청했는데 학자금지원구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두 차수 중에 한 번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관련
Q4. 신청상태가 “신청”에서 “신청완료”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상 신청된 것인가요?
A4. 그렇습니다. “작성중”이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신청상태가 “작성중”인 경우 [신청]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십시오.
Q5.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5. 아닙니다. 학생별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은 학교에서 직접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 장학금 지급 관련
Q6. 학자금지원구간이 늦게 나오면 지나간 월정금액은 받을 수 없나요?
A6. 아닙니다. 지나간 월정금액은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인되는 대로 모두 지급합니다.
예) 학자금지원구간이 4월 말에 부여된 경우(1구간 기준)
5월분 지급시 3, 4, 5월분을 포함한 총 90만원 지급 (30만원 × 3개월)
6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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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