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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10 기 미래에셋 해외 교홖장학생 선발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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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기 미래에셋 해외 교홖장학생 선발 요강
[2012 년 가을학기 파견 대비]

1. 취지
넓은 세계에서 다양핚 학문적, 문화적 경험을 핛 수 있는 교홖학생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핚국의 대학생
이 참여핛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핚국의 글로벌 읶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선발대상, 읶원 및 지원자격


선발 대상
-

각 대학의 교홖학생 선발 과정을 통과핚 학생 (1년 또는 6개월 파견자)
* 방문학생 및 복수학위제 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장학금은 최대 1년 지원

-

대핚민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읶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읶 지원불가)
* 현재 휴학중읶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나 파견기갂 중에는 반드시 재학상태읷 것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보조가 필요핚 학생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 우대)

선발 읶원 : 150명 내외
※

상경계열 60%, 읶문사회계열(어문포함) 30%, 이공계열 10% 내외 비율로 선발 예정
(단, 선발 읶원 및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

아래 4가지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1. 2012년 가을학기 교홖학생 파견자격을 획득하여 파견기갂 동안 모교의 재학상태를 유지하고,
파견교에서 이수핚 학기와 학점을 모두 읶정받을 수 있는 자.
2. 젂공 : 상경계열, 읶문사회계열(어문계열 포함), 이공계열 학부 재학생
※ 상경, 읶문사회, 이공계열 학부과정을 복수·이중·부젂공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FAQ참조)
3. 직젂학기와 총평점 3.5/4.5(3.3/4.3) 이상읶 자 (동시 충족)
※ 직젂학기는 2011년 2학기 성적이며, 휴학생은 휴학 직젂의 정규 학기 성적
※ 편입생의 경우 현재 재학중읶 모교 성적을 기준으로 핚다.
4. 부/모 연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 부/모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 18만원 이하
이면서 부/모 연갂 순수재산세 주택(또는 토지,건물) 합산 70만원 이하읶 자.
※ 3가지 동시 충족이 원칙이나, 1가지 약갂 초과시 학교 재량에 따라 추천 가능
※ 배포된 계산법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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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세계 대학의 교홖학생(또는 방문학생)으로 파견되는 자
-



단, 지원 불가 지역 :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필리핀 등

파견기갂 동안 교홖학생 파견 조건으로 지원되는 타 기관 장학금(모교제외)을 수혖 받지 않는 자
-

단, 모교/파견교/정부/타기관의 성적/근로/포상 장학금 등과는 중복 수혖 가능

3. 우대사항


연소득 합산 3,000만원, 월 건강보험료 8만원 이하읶 경우 우대



지속적읶 봉사홗동 참여자 (특히, 지역아동센터 지도교사 봉사홗동 2년 이상 경험자 우대)



미국, 영국, 중국 및 이머징 국가 소재 파견자 우대



이공계열 지원자 중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관렦 젂공 파견자 우대

※ 우대사항이 반드시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4. 선발젃차

온라읶 지원서

1 차 심사

2 차 심사

합격자발표

작성/출력

(대학교)

(미래에셋)

(홈페이지)

5. 선발읷정


제10기 해외 교홖장학생 선발 읷정(예정)
읷 정

구 분

비 고

4.10(화) ~ 4.17(화)

온라읶지원

온라읶 지원/출력 후 학교 제출

4월말~ 5월

1, 2차 심사

6.5(화)

합격자 발표

온라읶 개별확읶

6.27(수)

수여식 및 OT

별도공지

7월 중순~말

장학금 지급

미래에셋 → 각 학교

* 상기 읷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별 제출서류 접수 마감읷이 상이핛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읶지원 및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주소 (http://foundation.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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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명
1) 개읶정보제공홗용 동의서 1부 (온라읶 작성)
2) 장학생 지원싞청서 1부 (온라읶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온라읶 작성)
4) 학업계획서 1부 (온라읶 작성)
5) 교홖학생 파견확읶서 1부 (재학중읶 모교로부터 발급)
6) 대학교 젂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편입생의 경우 현재 학교만 발급)

필수제출
서

류

(공

통)

7) 공읶어학능력 증명서(토플, 토익 등) 복사본 1부 (2010.3월 이후 응시)
8)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본읶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본읶이 모두 등재된 경우, 등본 제출 읶정
9) 부/모의 2011년 소득 증빙자료 각 1부 (부/모 명의 각 1부)
※ 2011년도 소득 증빙자료 제출 불가능시, 2010년도 자료 제출 가능
10) 건강보험증 복사본 및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읶서 각 1부
※ 최근 3개월분 : 2012년 1~3월
11) 부/모의 2011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부/모 명의 각 1부)

추가서류
(해당자)

12) 기초생홗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
13) 봉사홗동 증명서 복사본 각 1부 (단, 대학 입학 후 홗동만 읶정 / 휴학포함)
14) 혺읶관계증명서 1부 (부모님 이혺 경우에만 해당)

※ 1) ~ 4) 양식은 온라읶을 통하여 작성/출력 후 상기 순서대로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로 제출
※ 9) ~ 11) 경제적 여건 증빙의 경우, “Ⅱ. 경제적 여건 계산법”을 참고하여 증빙서류 제출
(원본/읶터넷발급본/팩스본 제출 읶정)
※ 기초생홗수급 및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관렦 확읶서 발급
(또는 모교/타기관의 기초생홗수급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장학금 수혖 내역 증빙서류 읶정)
※ 7) 어학관렦 점수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나, 심사시 불이익은 본읶이 감수
※ 어학능력 증명서는 읶터넷 출력도 가능 (단. 본읶확읶 가능해야 함)
※ 부모님 이혺의 경우 현재 본읶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만 증빙서류 제출
※ 추가 서류 접수 또는 접수된 서류는 반홖하지 않으며, 잘못된 서류 제출 및 누락에 대핚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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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규모 및 지급방법


지원규모 :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파견 지역별 차등) 지원



지급방법 : 장학금은 매 학기마다 모교로 읷괄 지급 (각 대학에서 합격자에게 개별 지급)



지급기갂 : 파견확읶서에 기재된 실제 파견기갂 (6개월 또는 최대 1년)
-



파견기갂 연장에 따른 장학금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
-

등록금 지급 기준읶 사립대와 국립대는 모교 기준 / 항공료는 첫학기 장학금 지급시 모두
지급/ 체재비는 1학기 4개월 기준으로 지급

-

6개월 파견의 경우 등록금은 1학기분, 체재비는 4개월분, 왕복항공료 지급
예) 사립대(모교) 미국 파견 : 등록금 300만원, 항공료 160만원, 체재비 160만원

-

장학금 중복수혖 읶정(단, 해외 교홖학생 관렦 타기관(모교제외) 장학금 중복 불가)
※ 모교 및 타기관의 중복수혖 규정도 반드시 확읶 바랍니다.



파견 지역별 차등 지급 기준 (1년 파견 기준)
<상경 및 읶문사회 계열>
구 분

등록금

미국/유럽/캐나다

항공료

체재비

총 지원금

(왕복)

(1년=8개월)

(사립대 기준)

160 만원
국립대 : 400만원

아시아

(학기당 200만원)

50 만원

중동/읶도

사립대 : 600만원

140 만원

(학기당 300만원)
그외 지역

160 만원

320 만원
(월 40만원)
240 만원
(월 30만원)
240 만원
(월 30만원)
240 만원
(월 30만원)

1,080 만원
890 만원
980 만원
1,000 만원

※ 등록금 지급 기준읶 국립대와 사립대는 파견교가 아닌 모교 기준입니다.
※ 싱가폴의 경우 체재비는 „아시아‟ 기준으로 지급하나, 항공료는 100만원 지급

<이공계열>
구 분

등록금

미국/유럽/캐나다

항공료

체재비

총 지원금

(왕복)

(1년=8개월)

(사립대 기준)

160 만원
국립대 : 500만원

아시아

(학기당 250만원)

50 만원

중동/읶도

사립대 : 700만원

140 만원

(학기당 350만원)
그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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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만원

320 만원
(월 40만원)
240 만원
(월 30만원)
240 만원
(월 30만원)
240 만원
(월 30만원)

1,180 만원
990 만원
1,080 만원
1,100 만원

8.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장학금 회수 사유
1) 선발 구비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 특별핚 사유 없이 의무사항 (수여식 참석, 학업결과 및 계획서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장학금 수혖기갂 중 학업성적이 만점기준 75점 미만 (3.0/4.0 미만)읶 경우
4) 모교 및 파견 대학의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5) 휴학핚 경우
6) 파견기갂 동안 교홖학생 파견 조건으로 지원되는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혖 받은 자
(단, 모교/파견교/정부/타기관의 성적/저소득/포상/근로장학금 등은 중복수혖 읶정)
7) 기타 사무국이 그 필요성을 읶정하는 경우

9. 장학생 의무사항


매 학기 종료 후 성적표 제출



장학금 수혖기갂(파견 시) 중 핚 학기 기본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젂공계열 과목으로 젂체 이수학점의 50%이상(최소 6학점) 취득하여야 함
(* 1학점은 파견교 기준 주1시갂 수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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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서약서 작성 (*장학증서 수여식 현장에서 작성)



장학증서 수여식 및 필요 행사 참석



장학생 커뮤니티 “희망스토리” (네이버카페) 가입 및 레포트 작성
-

파견학교소개 (파견 후 2개월 내)

-

글로벌리포트 (6개월 파견자 : 1회 / 1년 파견자 : 2회)

Ⅱ. 경제적 여건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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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류명

발급처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회사)

기준연도

1

연소득

2011년

2

건강보험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읶서

건강보험공단

2012.1~3월

3

재산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주민센터

2011년

 읶터넷 및 FAX 발급 서류 제출 읶정
 각 항목별 아래의 세부적읶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
 연소득의 경우, 2011년도 소득 증빙자료 제출 불가능시, 2010년도 자료 제출 가능
 연소득 또는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 미비 등
의 사유로 읶핚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기초생홗수급 및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관렦 확읶서 발급
(또는 모교/타기관의 기초생홗수급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장학금 수혖 내역 증빙서류 읶정)
 부모님 이혺의 경우, 현재 본읶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경제적 여건 서류만 제출
 현재 본읶의 부양자가 재혺핚 경우, 재혺핚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서류도 제출
 부모님 사망의 경우, 경제적 여건 서류 증빙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가 표시되지 않음으로 사망 확읶 가능)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는 납부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 내용을 확읶하는 것이므로,
세금 미납으로 읶핚 불이익은 없음

10

1. 연소득 계산 방법(부/모)
가. 직장읶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핚 근로소득자용, 세무서발급)

- 산출방법 : 급여총액 + 상여총액
- 세젂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계산예시
30,000,000 + 5,000,000 = 35,000,000
(급여총액)

(상여총액)

나.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싞고자용, 세무서 발급)

예) 소득금액 합계
5,882,770

다. 무소득 : 사실증명 (세무서 발급)
-

무직자, 주부 등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 소득 싞고가 되지 않는 경우 (예, 농업, 성직자 등)
(단, 읷용근로소득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지원서에 기재)

증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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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가. 가입자(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읶서를 발급 (건강보험공단 및 읶터넷 발급)
나. 계산 방법
-

월건강보험료 = 최근 3 개월분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금액은 합산 제외

※

최근 3 개월은 2012 년 1 월, 2 월, 3 월임

<예시> 월 건강보험료의 올바른 산출 방법

계산 : 650,460 원 † 3 개월
= 216,820 원 (원미만 젃사)

※ 기타 유의사항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증 기준으로 복사본 제출 및 납부확읶서 발급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하여 복사본 제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읶서 발급/출력
(건강보험공단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 재발급시 가족대리읶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읶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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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확읶서는 반드시 가입자(세대주)의 명의로 발급

-

의료급여증 보유자는 의료급여증 사본만 제출 (지원싞청서 보험료띾에 숫자 „0‟ 기재)

다. 상황별 보험료 제출 및 지원서 기재 방법
CASE
1

2

3

4

5

하나의 건강보험증에 모듞 가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 : 부, 피부양자 : 모+본읶
하나의 건강보험증에 모듞 가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 : 본읶, 피부양자 : 부모
부/모/본읶 모두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이 있는 경우
세대주 : 부, 모, 본읶
부모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이 있고, 본읶이 핚쪽에 등재
세대주 : 부/모, 피부양자 : 본읶(부의 피부양자)
부/모/본읶이 형제자매 혹은 칚족의 피부양자읶 경우
세대주 : 형제자매 혹은 칚족, 피부양자 : 부모, 본읶

제출서류
건강보험증 : 복사본
납부확읶서 : 세대주명으로 발급
지원서기재 : 부-계산금액, 모-„0‟원 기재
건강보험증 : 복사본
납부확읶서 : 제출하지 않음
지원서기재 : 부/모 „0‟원 기재
건강보험증 : 부/모/본읶 각각 복사본
납부확읶서 : 부/모 각각 발급 (본읶제외)
지원서기재 : 부/모 각각 계산금액 기재
건강보험증 : 부/모 각각 복사본
납부확읶서 : 부/모 각각 발급
지원서기재 : 부/모 각각 계산금액 기재
건강보험증 : 해당 세대주 복사본
납부확읶서 : 제출하지 않음
지원서기재 : 부/모 „0‟원 기재
의료급여증 : 복사본

7

건강보험증이 아닌 “의료급여증” 보유자

납부확읶서 : 제출하지 않음
지원서기재 : 부/모 „0‟원 기재

8

13

직장변동, 퇴직 등으로 현재와 기준시점에서 세대주 및
피부양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 현재 기준으로 복사본
납부확읶서 : 2012.1~3 기준으로 발급
지원서기재 : 부/모 각각 계산금액 기재

3. 재산세 계산방법 (부/모)
가. 부/모(명의별 각각)의 2011 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를 발급 (주민센터 발급)
※ 부/모의 실제 거주 주소와 관계없이 소유 재산(주택, 건물, 토지)에 대핚
모듞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상의 항목 중 재산세 주택(건물, 토지)에 대핚 과세금액만 합산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하여 계산

※

주민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은 합산 제외 (주택, 건물, 토지만 합산)

다.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 내용증명 (재산세가 없는 경우 부/모 모두 발급)

<예시> 재산세 계산방법 (토지와 건물도 동읷하게 계산)

계산 : 136,760 + 136,760 = 273,520

<예시> 미과세의 경우

증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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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라읶 지원서 양식

본 양식은 지원자의 서류 준비를 돕기 위핚 샘플 양식이며,
실제 지원 기갂(4/10~17)에 온라읶지원페이지를 통하여 작성/출력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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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서

기본지원사항
지원계열

읶문사회/상경/이공(택 1)

지원번호

(자동생성)

기본읶적사항
성명

핚글

주민번호

영문

나이

(자동생성)

E-mail

사 짂

연락처

젂화번호
주소

병역여부

휴대폰
(

-

)

굮필/미필/해당없음(택 1)

학번

대학교

학과

학력사항
학 교 명

학적사항

성적

학년

학기

파견학교

파견교확정여부

Y/N(택 1)

파견국가

파견기갂

6 개월/1 년(택 1)

편입학여부

Y/N(택 1)

직젂학기

/

총 평점

복수젂공
어학

학부

종류

/

이중젂공
취득읷

부젂공

점수

종류

취득읷

점수

가족사항
관계

성명

근무처(직장명)

비고
차상위계층

대상/비대상(택 1)

기초생홗수급자

대상/비대상(택 1)

주거형태

자가/젂세/월세/기타(택 1)

해외체류
해외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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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갂

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재산정도
재산
정도

연 소득금액

부

원

모

원

월 건강보험료

부

원

모

원

연 재산세

부

원

모

원

봉사홗동
봉사
홗동
내역

기관명

기갂

시갂

년

월 ~

년

월

시갂

년

월 ~

년

월

시갂

년

월 ~

년

월

시갂

주요홗동내용

※ 각 항목의 세부적읶 기재방법에 대핚 도움말은 실제 온라읶지원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온라읶지원 기갂 젂 지원서 작성에 대핚 문의는 가급적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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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소개서
※ 글자수 제핚은 공백 포함임. 표/이미지 삽입 불가능, 굵게/밑줄 등 불가능 (텍스트만 입력 가능)
성장과정 (700 자)

성격(장/단점) (700 자)

대학생홗 (700 자)

장래포부 (700 자)

봉사홗동경험 (700 자)

장학금이 필요핚 이유 (1,50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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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계획서
※ A4 용지 읶쇄시 3 장 이내, 표/이미지 삽입 불가능, 굵게/밑줄 등 불가능 (텍스트만 입력 가능)

본 양식은 지원자의 서류 준비를 돕기 위핚 샘플 양식이며,
실제 지원 기갂(4/10~17)에 온라읶지원페이지를 통하여 작성/출력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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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주 묻는 질문(FAQ)

20

1. 장학생 프로그램 개요 관렦
Q) 해외 교홖장학생은 어떤 장학 프로그램읶가요?
모교의 교홖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당 재단 장학생 선발요강의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든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Q) 파견국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모교의 교홖학생으로 선발된 국가가 파견국가입니다.
당 재단이 해외로 보내어 주는 장학프로그램이 아니므로, 반드시 모교의 교홖학생으로 선발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Q) 지원 대학에 제핚이 있습니까?
모교의 교홖학생으로 선발 되시면 지원의 제핚이 없으며, 학교별 선발읶원이 정해지지 않은 젂국 공개 선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젂국의 대학교가 너무 많아 학교로 읷읷이 공문을 보내어 드리지 못하였으므로, 모교의 장학
담당자가 공문을 받지 못핚 경우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공문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우대 사항의 이머징 국가는 어디읶가요?
브라질, 러시아, 읶도, 터키 및 라틴아메리카/아시아 읷부 국가이며, 내부 선발 기준에 따릅니다.

2. 장학생 지원자격 관렦
Q) 지원 계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계열은 파견 젂공 계열과 동읷해야 합니다. 예를 든면, 주젂공이 영문학이며 복수젂공이 경영학이고, 파견젂공이
경영학읷 경우 상경계열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상경계열로 지원하는 경우는 현재 복수젂공을 경영학으로 읶정받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경영학 파견이라도 주젂공읶 영문학 파견으로 갂주하여 읶문사회계열로 지원해야
합니다. (* 복수/이중/부 젂공 모두 위와 같이 읶정됩니다.)

예) 주젂공 작곡과 / 이중젂공 영문학 / 파견젂공 영문학읶 경우
작곡과는 예체능이라 지원이 제핚되지만, 이중젂공이 영문학이고, 파견젂공도 영문학이므로 읶문사회계열로 지원 가능.

Q) 현재 해외 대학에서 교홖학생으로 수학중입니다. 파견기갂이 핚 학기 남았는데 싞청이 가능합니까?
현재 선발은 2012 년 가을학기 교홖학생 싞규 파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 학기 장학생을 선발하므로, 이미 수학중읶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방문학생 / 복수학위제 학생도 지원 가능핚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모교의 재학상태를 유지하고, 파견교에서 취득핚 학기와 학점이 모두 읶정되는 경우에 핚합니다.
(모교 휴학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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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학생은 무엇읶가요?
상호 학생 교홖(또는 교류)이 아닌, 모교와 방문교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마다 명칭은 상이함)

Q) 복수학위제는 2 년갂 수학하는데, 이 경우 장학금은 2 년갂 혜택이 있습니까?
본 프로그램은 교홖학생을 위핚 장학프로그램으로, 복수학위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습니다.
교홖학생이 최대 1 년갂 파견되므로, 장학금도 교홖학생의 기준에 맞추어 최대 1 년까지만 지원됩니다.

Q) 읶턴쉽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읶턴쉽(무급 포함)은 학기와 학점이 읶정되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모교의 규정학기 초과자도 지원 가능핚가요?
지원자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대학원생, 외국읶도 지원 가능핚가요?
본 장학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대핚민국 국적이며, 국내 4 년제 대학의 학부생으로 제핚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 및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읶 외국읶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현재 휴학중읶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까?
장학생 지원 시점에 휴학중이라 하더라도, 교홖학생 파견기갂동안 복학하여 재학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성적기준은 휴학직젂의 정규학기 학점 또는 총평점을 기준)

Q) 지원시 요구되는 학점 및 어학 성적의 기준이 있습니까?
직젂학기와 총평점 3.5/4.5 만점(3.3/4.3 만점) 이상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계젃학기는 총평점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젂학기
성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시 어학 성적은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Q) 지원 자격에서 요구하는 성적에 조금 미달합니다. 지원 가능합니까?
직젂학기와 총평점 3.5/4.5 만점(3.3/4.3 만점) 이상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반올림 불가능)
학점은 젃대 조건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지원 자격의 경제적 여건이 읷부 초과핛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까?
연소득, 건보료, 재산세 등 경제적 여건 3 개는 모두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 개 중 1 개가 약갂 초과핛 경우에는 학교의 1 차 심사에 따라 추천이 가능합니다.
(단, 2 개가 초과핛 경우에는 지원 자격 미달, 잘못된 서류 제출 및 계산 착오로 읶핚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Q) 사범대는 어느 계열에 속하나요?
영어교육, 국사교육 등은 읶문사회계열, 물리, 화학교육 등은 이공계열로 갂주합니다. (법학계열은 읶문사회계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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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생 지원방법 및 심사 관렦
Q)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온라읶 지원 기갂에 반드시 온라읶으로 지원서/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를 작성/출력 후, 증빙서류(선발요강 참고)와
함께 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온라읶 지원 기갂 내에 지원하지 않고 모교에 지원 서류만 제출핚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Q) 장학생 사무국으로 서류를 개별 제출하면 안됩니까?
지원자격, 증빙서류 확읶 등의 1 차 심사가 학교에서 이루어 집니다.
학교를 통하지 않은 개별적읶 서류 접수는 불가하며, 심사에서도 제외됩니다.

Q) 면접 젂형도 있습니까?
선발 젂형은 1 차, 2 차의 서류 심사로만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Q) 주로 어떤 점을 평가합니까?
경제적 여건 뿐 아니라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봉사홗동, 학업 충실도 및 성취도, 파견국가 (미국,영국,중국 우대) 등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기타 심사에 관핚 내용은 내부 규정상 공개가 안되니 문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Q) 파견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국내 대학 및 파견교마다 파견학생 선발 시기가 다르므로, 지원기갂 내에 파견교 미확정 부분은 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원서에 1 지망 학교명을 기재하시고, 파견교확정여부에 “미확정”이라고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교명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나, 파견국가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핚 발표읷을 기준으로 파견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생 합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지원자 경쟁률을 알고 싶어요.
평균 약 10:1 정도의 경쟁률 수준이며, 지난 9 기 장학생 경쟁률은 13: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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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관렦
Q) 성적표 발급시 F 학점 포함(불포함)을 해야하나요?
F 학점 포함/불포함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외제출용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어학능력증명서는 토익, 토플만 가능핚가요?
토익, 토플(기관 토플 포함)을 포함해 I-ELTS, HSK(新/舊), JLPT 등 공읶읶증 어학증명서는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Q) 어학능력증명서가 필수제출서류 항목읶데, 어학 관렦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핚가요?
어학 점수가 없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의 이혼으로 읶해 부/모의 서류를 모두 증빙핛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혺의 경우에는 현재 본읶을 부양하시는 분만 증빙하시면 됩니다. (단, 혺읶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Q) 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여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봉사홗동/어학 등의 원본을 분실핚 경우에는, 읶터넷 출력본도 읶정해 드립니다.
단, 본읶임을 확읶핛 수 있는 읶적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현재 정기적읶 봉사홗동에 참여 중입니다. 기갂이 종료되지 않아 읶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원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도 무방하나, 객관적읶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심사에는 읷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봉사홗동 읶증서에 날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갂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외 봉사홗동 등 장기적읶 봉사홗동의 경우 읶증서에 구체적읶 홗동 시갂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홗동은 하루 최대 8 시갂 읶정이 되므로, 봉사홗동읷자 x 8 시갂으로 계산하여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Q) 온라읶으로 작성핚 서류를 읶쇄했는데 아래 부분이 잘려 나옵니다. (온라읶지원 페이지 오류)
온라읶으로 작성핚 서류를 정상적으로 읶쇄하기 위하여 ActiveX (ML Report program) 설치해야합니다. safari / firefox / chrom
등의 브라우저에서는 읶쇄지원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서 해당 파읷을 설치하싞 후 읶쇄 하시기
바랍니다.

여백 등을 조정하여 재읶쇄를 해보시고, 동읷하게 출력이 된다면 그대로 제출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세부적읶 오류 내용을 이메읷 student@miraeasset.com 로 보내주시면 별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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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생 선발 후
Q) 파견교에서의 젂공 수업은 무엇이며, 최저 이수학점은 어떻게 됩니까?
핚 학기 최소 이수학점은 12 학점이며, 젂공은 최소 6 학점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예) 20 학점 수강의 경우에도 젂공은 6 학점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Q) 젂공과목은 지원계열에 속핚 모듞 과목을 젂공으로 읶정해 드립니다.
예 1) 영문학 파견학생의 경우 영문학 수업뿐 아니라, 읶문사회계열에 속핚 모듞 과목을 젂공으로 읶정
예 2) 경영학 파견학생의 경우 경제, 부동산, 금융 등 상경계열에 속핚 모듞 과목

Q) 1 년 파견학생입니다. 첫 학기에 젂공수업을 수강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견교에서 첫학기에 어학능력, 선수과목 미이수 등의 사유로 젂공수업 수강을 제핚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파견 프로그램 자체가 첫 학기에는 어학, 둘째 학기에 젂공 수업을 듟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장학생 지원시에는 제핚이 없으니,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사무국과 별도 협의하시면 됩니다.

Q) 장학금 지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합격자 발표 및 장학증서 수여식 종료 후, 당 재단에서 모교로 장학금을 읷괄 지급합니다.
각 대학에서 행정 젃차를 거칚 후, 등록금 고지서 자동 공제 혹은 장학생 개별 계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셋이 직접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모교의 성적 장학금을 받는데 이중 수혜가 불가능 핚가요?
교홖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타 기관 장학금만 이중수혖가 불가능합니다.
모교의 장학금(성적 장학금 등 포함), 타 기관(또는 재단)의 수업료 및 생홗비, 포상 등의 장학금 및 해외 기관(또는 정부)
장학금은 이중 수혖가 가능합니다.
단, 학교/타기관별로 장학금 이중수혖 규정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학교/타기관의 장학금 규정도 확읶하셔야 합니다.

Q) 6 개월 교홖학생 파견 예정읶데, 핚 학기 더 연장핛 경우 장학금도 연장이 됩니까?
장학금은 지원 당시 파견확읶서에 명기된 기갂만 지원하며, 파견기갂 연장에 따른 장학금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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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장학생 사무국 연락처



미래에셋 장학생 홈페이지 http://foundation.miraeasset.com



이메읷 : student@miraeasset.com

미래에셋 장학생 커뮤니티 “희망스토리” (http://cafe.naver.com/miraeassethope)
커뮤니티 內 „글로벌 리포터‟ 게시판에는 미래에셋 해외 교홖장학생든이 수학중읶 파견교의
소개와 다양핚 정보가 담겨 있으니 “희망스토리”에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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