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내신 성적 산출방법
전적대학 취득 평점평균

× 200 (120) =

평점평균 만점 기준(4.0, 4.3, 4.5)

내신 성적 점수

ex 1) 평점평균 만점이 4.5이고 전적대학 취득 평점평균이 3.50일 경우

3.50
4.50

× 200 (120) = 155.56(93.33)

ex 2) 평점평균 만점이 4.3이고 전적대학 취득 평점평균이 3.50일 경우.

3.50
4.30

× 200 (120) = 162.79(97.67)

ex 3) 평점평균 만점이 4.0이고 전적대학 취득 평점평균이 3.50일 경우.

3.50
4.00

× 200 (120) =

175.00(105)

13 장학안내
장학내용

수혜자격

수혜내용

비고

합격자 전원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50%장학(3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한함.
(항공대학, 사범, 보건계열 제외)

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직급 구분 등)에
해당되는 공무원

•2년간 매학기 수업료 50만원 면제

해당 증명서류 제출자.

목포과학대학 졸업(예정)자

•2년간 매학기 수업료 50만원 면제

영신ㆍ영화학원ㆍ목포중앙병원 재직자 및 자녀
(배우자포함)

•2년간 매학기 수업료 1/3면제

재직기간 2년 이상.

가족 장학

세한대학교에 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이 동시에
재학하는 경우

•3인 이상: 2인에게 수업료 1/3 지급
•2인: 1인에게 수업료 1/3지급

입학 후 내부
교내 장학규정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입학금 50%
•2년간 매학기 수업료 50%

해당 증명서류 제출자.

교직원 장학

세한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직계자녀
(배우자 포함)

•2년간 매학기 수업료 1/2 면제
(단,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

해당 증명서류 제출자.

기초생활보호수급자(자녀)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차액분 장학 지급

해당 증명서류 제출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자녀

•보훈지청 지정 기준

해당 증명서류 제출자.

장애인증명서 제출 자

•2년간 매학기 수업료 50만원 면제

해당 증명서류 제출자.

특별 장학

공무원 장학
법인산하기관
및
법인산하출신학교
장학

세한희망 장학
보훈 장학
장애학생지원 장학

※ 편입장학수혜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특별장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속장학대상자는 매학기 평균평점 2.50이상을 유지해야 장학을 받을 수 있으나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세한희망장학, 법인산하기관 및 법인산하 출신학교 장학, 공무원장학, 교직원 장학수혜자는 입학 후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50 이상이여야 함.
※ 보훈장학 수혜자중 직계자녀인 경우, 입학 후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70 이상이어야 함.
※ 중복수혜 대상자인 경우, 장학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만 수혜받음을 원칙으로 함.

당진캠퍼스

영암캠퍼스

(서해대교)

Tel. 1899-0180 Fax. 041-359-6065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phak.seh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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