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ME KONKUK 2020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2019년 2학기

장학안내

학교 선발 장학 등록금 초과 불가
각 기관 공지 확인

신입생 장학

선발 기관 장학 종류
성적
기준

선발 기준 장학 금액

각 학과

성적장학(성조) 4.2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중에서 선발
■각 학과 선발기준 적용

■수업료 100%

성적장학(신조) 3.9 ■수업료 70%

성적장학(의조) 3.6 ■수업료 40%

장학복지팀
국가우수장학 3.5

■대통령과학: 자연,공학계열 1학년
■이공계우수: 자연,공학계열 1,3학년

■등록금 100%
■최대8회 지원

장학사정관 2.0
■일정 소득분위 이하(매학기 다름)
■1학기 5~6월, 2학기 11~12월 공지

■소득분위별 차등

외국인학생센터

우수외국인 3.0
■신입: 외국인전형 합격자 중 한국어능력우수자
■재학: 외국인전형 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수업료 20~100%

정부초청외국인
■정부초청 외국인 학생 중 우수학생
■국립국제교육원 선발기준 적용

■입학금·수업료 100%
■생활비 일정액 

실용한국어 ■실용한국어 수강 외국인 학생 ■수강료 100%

언어교육원 외국어특별장학 2.0 ■외국어특별장학 프로그램 출석률 80% 이상 ■교육비 지원

미래지식교육원 미래지식교육원장학 ■학점은행제 관련학과 학생 중 선발 ■일정액

장학 종류
성적
기준

선발 기준 장학 금액

입학금감축

대응지원장학

■신입, 편입, 재입학생 중 입학금 납부자
   (한국장학재단 지원)

■187,600원(입학 시 1회 지원)

우수입학장학 ■장학기준점수 우수자 ■입학금

KU글로벌리더

1급, 2급
3.6 ■계열별 수능 성적 우수자

■입학금·수업료(4년) 100%
■학업장려비, 기숙사(1~4년)
■교환학생 장학금(국제화장학 포함)

상허 1급~5급 3.6 ■계열별 장학기준점수 우수자
■입학금·수업료(2~4년)  50~100%
■학업장려비(1,2급), 기숙사(1급)
■교환학생 장학금(1급, 국제화장학 포함)

예술디자인

우수장학
3.6

■본교 예술디자인대학 실기대회 수상자
■디자인·미술분야 총장상 및 금상 수상자
■장학 유효기간: 시상년도 포함 4년

■입학금·수업료(1~2년) 100%

PRIME 장학 3.6

■KU융합과학기술원 정원내 합격자 ■입학금 100%

■KU융합과학기술원 최초 합격자
■소정학점 이수 및 평점3.6 이상

■학업장려비 120만원
   (1학기 2학기생 지급)
■수업료 50%(2학년 1년동안 지급)

KU사랑장학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전형 합격자
   (수시 및 정시)

■입학금

목련 장학
■건국대 부속중, 부속고를 모두 졸업한 자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입학금
■수업료 50%(4년)

■ 입학금과 수업료 장학: 등록금 초과수혜 불가
■ 학업장려비, 기숙사비, 교환학생 장학금: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실용한국어, 외국어특별장학은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130여 외부 장학재단, 기업체, 독지가들이 제공하는 장학금
■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여부는 장학금 지원기관이 결정함
■ 각 외부기관별 선발조건과 계속장학생 유지조건은 학생본인 확인 필요

■ 생활비 대출은 사전대출 최대 50만원, 기등록자 최대 150만원 까지 가능
■ 다른 교,내외 장학금 수혜 시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함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초과학기자(단순졸업유예)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불가

외부기관 장 학 선발기관 또는
장학공지 확인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

선발 방법 사전 준비 사항

공개 선발 ■학교 홈페이지 장학 공지
■장학 공지사항 확인(접수기간, 접수처, 필요 서류)
■필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접수처에 신청

본교 추천 ■각 단과대별 T/O 배분 및 선발

지원기관 

수혜대상 지정

■지원기관 지정자 선발
■단, 등록금 초과수혜, 졸업, 제적,   
   휴학자 등 제외

■장학금·학자금대출 합계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지급일 현재 재학생 여부(졸업, 제적, 휴학생 제외) 확인

대출 종류 연이자율 대출 한도액 선발 기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2.20%
(변동)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학기당 10~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3분위자 생활비
  대출은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무이자

■소득 8분위 이하, 만35세 이하
■다자녀(3자녀) 이상: 소득분위 무관
■개인신용도, 학제에 따른 대출한도 차이 없음
■직전학기 성적: 1.6이상, 12학점 이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2.20%
(고정)

■등록금 실소요액
■장학한도액: 4년제 총4,000만원, 
  6년제 총9,000만원 이내
■생활비 학기당 10~150만원

■소득구간 무관, 만55세 이하
■개인신용도, 학제에 따라 대출한도 차이 
■직전학기 성적: 1.6 이상, 12학점 이상

농어촌출신학생

학자금융자
무이자

■등록금 전액
■취업후 상환
■일반상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학부모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본인 농어업종사
■농어업인 소득분위 무관, 비농업인 9분위 이상 제외

건국대학교 장학복지팀 연락처

사무실 위치 : 학생회관 2층 205호(고전음악감상실 옆)

문 의 전 화 :

성적장학, 건국사랑, 건국희망, 복지장학, 
장학사정관, 특정장학, 외국인장학, 공로장학, 교내근로, 
정보통신장학, 홍보대사, 국가우수장학, 농어촌, 대출(학부)

3211

신입생장학, 국가장학1·2유형, 희망사다리, 혁신사업, 프라임, 
국가근로, 대출(특수·전문대학원)

3212

국제화장학, 현장실습, 건국가족, 멘토링, 가날지기 3967

기금장학, 교외장학, 보훈장학, 통일부장학, SW사업, 서울희망, 정보공시 3669

전 송 ( FA X ) : (02) 450 - 3114



당신만 모르는 장학 꿀 Tip!

⑧ 성적기준 Tip ! 

■ 장학금별로 성적기준이 달라요.
    신청 전에 선발기준 확인 필수!

■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은 국가장학금
    2.6, 교내장학 2.0 이상 장학이 많아요.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⑨ 휴학 관련 장학 Tip ! 

■ 휴학기간 중에는 장학금을 못받아요.

■ 단, 국가장학금 1,2유형은 등록휴학자는
    받을 수 있어요.

③ 교내장학금 수령 계좌 등록하기
    (포탈 PC버전)

② 매주 건국뉴스 장학공지 확인하기

① 건국대 앱 설치하기

⑦ 국가장학금 Tip ! 

■ 공인인증서와 본인 계좌가 있어야 해요.

■ 재학생은 꼭 1차 신청기간에 신청! 
    (2차 신청 기회는 재학 중 2번까지 가능!)

■ 2유형은 1유형 지급자 중에서 뽑아요.

■ 2유형 지급액은 매 학기 달라요. 
    매 학기 예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2유형은 학기말에 지급돼요.

⑥ 초과수혜가 되는 장학금도 있어요

■ 생활비, 장려금, 도서비, 기숙사비, 포상·
    근로·봉사·공로장학은 초과수혜됩니다.

■ 단! 같은 학기에 근로장학 2개 또는 
    공로장학 2개는 안돼요. 

⑤ 등록금 초과수혜 조심하기

■ 내 장학금 합계액 > 등록금액 
    ▶ 초과 장학금 반환 필수!

■ 내 장학금 + 학자금대출 > 등록금액
    ▶ 초과액만큼 대출 상환 필수!

■ if not 다음 학기 장학금, 대출심사 탈락

■ 외부장학 장학복지팀 전화 신고 필수!
    ▶ 초과수혜로 인한 불이익 예방 

④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왜? 국가장학 소득분위 정보로 선발하는
    교내, 교외 장학학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 신청 장학 등록금 초과 불가
건국뉴스 장학공지 확인

접수처 장학 종류
성적
기준

선발 기준 장학 금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1유형
2.6

■ 소득 8분위 이내
■ 등록휴학자 선발 가능
■ 성적기준 예외
    -장애인: 성적기준 없음
    -기초·차상위: 1.6 이상
    -1~3분위: 2회에 한해 1.6 이상
■ 2차 신청 : 신입생 · 복학생

■ 0~3분위 2,600,000원
■ 다자녀   2,250,000원
■ 4분위    1,950,000원
■ 5~6분위  1,840,000 원
■ 7분위      600,000원
■ 8분위      337,500원

국가장학

2유형
2.6 ■ 1유형 지급자 중에서 선발

■ 매 학기 다름
(학기 말 장학홈페이지 공지)

국가우수

장학
3.5

■ 인문100년: 인문,사회계열 1,3학년
■ 예술체육비전: 예술,체육계열 3학년

■ 등록금 100%
■ 최대8회 지원

학과사무실

건국사랑 2.0
■ 소득 8분위 이하 
■ 각 단과대학 선발 후 고지감면

■ 수업료 40%

건국희망 2.0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방학중 신청 : 고지감면
■ 학기중 신청 : 신입생 · 복학생

■ 200만원

장학복지팀

보훈1,2급 2.0 ■ 국가보훈처 선발기준 적용 ■ 입학금,수업료 100%

통일부 2.0
■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 만 34세 이하(입학당시 기준)

■ 입학금,수업료 100%

건국글로벌

리더

전학년
3.5

■ 다음 3개 영역 자격 취득자
■ 국제화: TOEIC, TOEFL, TEPS 기준점수 이상
■ 정보화: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PCT 700점, MOS, MCAS
■ 사회봉사: 100시간, 사회봉사교과1,2 이수

■ 100만원

건국가족 2.0

■ 같은 학기에 본교 학부, 대학원에 가족 재학
    -형제 중 1인 이상, 부모 중 1인 이상, 배우자
■ 본교 학부 졸업생 가족
    -부모 모두, 부모 중 1인과 형제자매 중 1인 , 
      조부모와 부모 각 1인

■ 50만원

학생복지
위원회

복지장학 2.0 ■ 가계곤란자(소득분위 반영) ■ 150만원,100만원,50만원

교수학습
지원센터

학업장학

■ 학사경고자 단기특강 수강, 학업프로젝트 교과목 
    수강, 학습멘티 중 성적 향상자
■ 성적장학,우수외국인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 일정액

장애학생
지원센터

가날지기 2.0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중 차상위계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 100만원 
■ 70만원
■ 50만원

장애부모학생 2.0 ■ 소득분위 5분위 이내,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 ■ 100만원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
2.0

■ 시험대필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 대필

■ 시급 : 당해 연도 
     최저시급 1.5배
■ 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일우헌
특정장학 3.2

■ 사법고시, 5급 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최종합격자
■ 일우헌 선정 종합자격증 최종합격자
■ 일우헌 장학규정에 의한 선발자

■ 수업료의 100%, 
  70%, 50%

일우헌장학 3.5

본인 신청 장학 등록금 초과 가능
건국뉴스 장학공지 확인

장학 종류 접수처 선발 기준 장학 금액

공로 *

봉사장학 각 활동부서
■ 홍보도우미(회장, 부회장), KU미디어(건대신문, 
   학원방송국, 영자신문), 학군단 활동
■ 성적기준: 2.0 이상

■ 일정액

학생회

활동

학생지원팀
단과대학 행정실

■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응원단,
   OXEN, 고전음악감상실 포함), 졸업준비위원회, 
   건국문화패연합 등 학생중앙자치기구 활동 학생
■ 단과대학생회, 학과(전공)학(부)회장, 과(학년)대표
■ 성적기준: 2.0 이상

■ 일정액

근로 *

국가근로
한국

장학재단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학생
■ 성적기준: 1.6 이상

■ 교내 8,350원 
■ 교외 10,500원 
■ 매월 지급

교내근로 교내 근로부서
■ 각 행정 부서, 단과대학에서 교내근로, 도우미 활동
■ 월27시간 근로
■ 성적기준: 2.0 이상

■ 시급 8,350원
■ 매월 지급

현장실습

(인턴십)

현장실습지원센터
IPP사업단

■ 현장실습(인턴십) 학점인정제 프로그램 이수자 ■ 일정액

멘토링 각 활동부서

■ 외국인학생 국내적응 도우미(외국인서비스센터)
■ 또래상담자(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실)
■ 학업멘토링: 학사경고·학습부진자 멘토
   (대학교육혁신원)

■ 50만원 이내

정보통신

장학

정보기획
운영팀

■ 종합정보시스템 테스트, IT학생서비스 개선업무
■ 학기당 최대 300시간 근로

■ 시급 8,350원
■ 매월 지급

생활비

푸른등대

(주거비)

한국
장학재단

■ 3분위 이내 지방 출신 학생
■ 성적기준: 2.6 이상

■ 일정액
    (2개 학기)

푸른등대

(사회적배려)

한국
장학재단

■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외보호, 새터민, 학생가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3분위 이내)
■ 성적기준: 2.6 이상

■ 일정액
    (2개 학기)

기숙사비 쿨 나눔 쿨하우스
■ KU:L HOUSE 입주 저소득자 (소득분위 반영)
■ 성적 기준 : 2.0 이상

■ 일정액

포상

해외현장

체험
학생지원팀 ■ 뉴프론티어, KU 해외역사문화탐방 선발자 ■ 참가비 지원

국제화

장학

국제교류
협력팀

■ 해외파견 프로그램 선발자
■ 복수학위 프로그램 선발자
■ 교환학생 프로그램 선발자

■ 일정액

대학혁신

지원사업

비교과

각 시행부서
■ 대학혁신지원사업 비교과 사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선발자

■ 일정액

인재개발

리더

취업밝은미래허브
창업교육센터

■ 취업·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중 선발 ■ 50만원

■＊표시: 같은 기간(학기,방학)에 2가지 근로장학 또는 2가지 공로장학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