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

◎ 신청기간 :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 1학기 : 12월 (1차-계속 장학생) 및 3월 (2차-계속+신규 장학생)
  - 2학기 : 6월 (1차-계속 장학생) 및 9월 (2차-계속+신규 장학생)
   ※ 단, 신청기간 이후 고시 합격발표가 된 학생은 합격 발표 후 바로 신청
      (휴학 중, 고시 합격발표가 된 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의 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

◎ 지급기준: “아래 ”참조

=============================================================

▶ 9급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의 지급 기준 

  1. 지급기준 : 당해학기 또는 다음 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 당해학기 : 재학생의 합격자 발표 학기
      · 재학생은 반드시 고시합격 해당학기 종료일 이내, 신청한 장학금만 지급 가능
          예시)

     
           ※ 단, 2학기 재학 중인 합격 학생이 °부득이하게 해당학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여 바뀐 회계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생활비 성격의 학비보조)으로 지급

             - °부득이하게 : 회계연도 종료 직전 고시합격에 따른 장학금 신청 시, 학기 내 장학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시행 불가와 같은 경우

    - 다음학기 : 휴학생이 복학하는 학기 (휴학 중 합격자)
      · 복학학기 지급기준은 당해학기와 동일 적용

  2. 장학금 성격 
    - 감면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학비보조 장학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 당해학기 재학 중인 합격 학생이 부득이하게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해 다음 학기 장학금  
        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당해학기에 고시장학금으로 수혜 가능한 금액만큼만 학비보조   
        장학금으로 지급

        예시)                                                               (단위:원)

학생
당해학기(감면장학금) 다음 학기

(학비보조 장학금)수업료 (A) 기 수혜 
장학금 (B)

 고시장학금 지급
가능금액 (A)-(B)

A 3,437,000 3,000,000 437,000 437,000 
B 3,437,000 3,437,000 0 없음

학기 유의사항
1학기 3월초∼8월말 고시합격 발표 시, 반드시 해당학기 내 장학금 신청

(미신청시, 장학금 지급 불가)2학기 9월초∼2월말



▶ 5급 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1차 합격자 지급 기준 

  1. 지급기준 : 합격한 당해학기부터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되는 학기까지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지급
    - 단,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되는 학기가 3개 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4개 학기부터 장학금 미지급
  2. 장학금 성격 
    - 장학금 : 감면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장려금 : 학비보조 장학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3. 유의사항 : 모든 고시를 통합하여 1차 합격자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및 장려금은 수업연한  
               중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4. 시행시기 : 2018-2학기 고시합격 대상자부터 적용  
  5. 기타사항 : 5급에 준하는 자격시험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및 법무사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