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학부 외국인 재학생 학업우수 장학금 신청안내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외국인 재학생 학업우수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수혜 금액이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서 감면 처리되므로 최종 장학생 선발여부는 등록금 납부 기간에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외국인 학업우수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2. 05(수) ∼ 2019. 01. 14(월)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 신청→ 장학/융자신청→ 2019-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하기』
→ 신청 내용 작성 → 저장 → 장학신청 확인조회
* 위 신청 방법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제교류처 행정실로 연락
- 문의처 : 국제교류처(예술디자인대학 103호) (E-mail : ciss_gc@khu.ac.kr / Tel. : 031-201-3961~4)
3. 신청대상
가. 국제캠퍼스 학부 외국인 입학 전형을 통해 입학하여 학부과정에 재학중인 자, 본교에 학비를
납부하는 외국인 복수학위 학부 과정생
(재외국민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외국인, 졸업유예자, 교환학생, 대내·외 각종
정부장학생으로 전액 학비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불가)
나. 신청일 현재 유학생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제교류처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별도 의료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2019년 1월 11일(금)까지 보험 증서를 국제교류처로 제출
- 제출방법 : 국제교류처 행정실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ciss_gc@khu.ac.kr)
다. 기존 ‘계속장학생’(입학장학생, 특별추천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라. 2018-2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해당학기 GPA 3.0 이상자 중 선발

5. 신청 시 유의사항
구 분

신청방법

내 용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 신청 → 장학/융자신청 → 2019-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하기
→ 신청 내용 작성 → 저장 → 장학신청 확인조회
* 2019학년도 1학기 외국인 학업우수 장학금 신청 주요사항 안내
1. 온라인 각 항목별 신청내용 입력 후 저장, 신청서 제출 생략

장학금
지급방법 및
등록절차

참고사항

1. 지급방법 :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 감면(장학금)
2. 등록방법 :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 등록금 고지서에 납입액이 “0” 으로 고지된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절차(은행수납인)를 필해야 함
1.
2.
3.
4.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함
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 불가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선발함
장학 선발자가 2019-1학기 미등록시 장학 선발이 취소됨
장학생 선발기준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국제교류처로 문의
(E-mail : ciss_gc@khu.ac.kr / Tel. : 031-201-3961~4)

6. 선발 방법 : 신청자 중 단과대학 외국인 재학생 비율 및 성적을 반영하여 예산 내에서 선발 예정

국 제 교 류 처 장

Academic Excellence Scholarship for
International Students, Spring Semester, 2019
The academic excellence scholarship for international students recognizes students who are highly qualified
academically.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is scholarship, please apply through our online system.
If selected, your tuition fees will be automatically deducted and will be shown on tuition bill of Spring Semester,
2019. Please find the application procedure and details of information below.

1. Application period : December 5 (WED), 2018 - January 14 (MON), 2019
2. How to apply : Online application only. (https://khuis.khu.ac.kr/)
<Procedure> log in → click ‘인터넷 신청’→ click‘ 장학/융자신청’→ click ‘2019-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하기’→
fill out the form → ‘저장’ (save) → click ‘장학신청 확인조회’ (If your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successfully,
you will see ‘신청완료’)
3. Eligibility
1) Students who are currently enrolled for undergraduate programs at Global Campus and was admitted
through ‘Undergraduate International Admission’, Dual-degree students who are paying tuition at KHU
(Any students not admitted through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postponed graduation students,
exchange students, and students who are already scholarship beneficiary with full tuition deduction are
not eligible to apply.)
2) Those who have valid health insurance. (Please submit the confirmation of your insurance record by
January 11(FRI), 2019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E-mail : ciss_gc@khu.ac.kr or Visit and
Submit)
3) Students who have been receiving scholarship (Entrance scholarship students, GC scholarship students)
must also apply for this scholarship.
4) Must obtain more than 12 credits in Fall Semester, 2018
5) GPA must be 3.0 or above in Fall Semester, 2018
※ Scholarship beneficiary will be selected based on GPA rankings in the applicants' colleges
within the total budget.
5. Receiving method and registration
1) Receiving scholarship : If selected, scholarship will be shown on your tuition bill as much as
your scholarship amount.
2) Registration : During the registration period, you must register at the Hana bank even though
the tuition fees you will pay are ‘0’
6. For further questions : Contact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103 Art & Design Building
(E-mail : ciss_gc@khu.ac.kr / Tel.: 031-201-3961~4)
* Please note that you will be considered as scholarship beneficiary only if you apply within
the application period stated above.
* You will be excepted from candidates of scholarship awards, if you are against scholarship regulations
* As a selected scholarship beneficiary, you must register for Spring Semester, 2019. If you do not register,
your scholarship will be cancelled.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