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서울대학교 운영 기준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ㅇ  기본요건*을 갖춘 2020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사업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ㅇ  동순위일 경우 근로기관 자체 선발기준 고득점자, 직전학기 미선발자(일반교내

유형만 해당),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 권장 사유자,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

 ㅇ  근로업무 부적합자, 과거 근태·근로불량자·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ㅇ  희망근로기관 신청자를 우선 심사하여 선발하며, 적격자 없을 시 희망근로기관 

미신청자 중 선발 가능

 ㅇ  교내-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지원), 교외-취업연계유형은 운영하지 않음

 □ 교내근로

  1. 일반교내근로: 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점수 20점 20점 10점 50점

배점항목 소득구간 성적
직전학기
선발여부

근로기관 자체
선발 기준

당해학기 소득구간 평균성적※ 환산점수 선발여부 근로기관 자체 선발 기준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2구간 20 90 ～ 100 20

직전학기 미선발자 10
기관별 자체 선발

기준※ 50

3～4구간 17
84 ～ 89 175～6구간 14
79 ～ 83 14

직전학기 선발자 5
7～8구간 10
9구간 이상
또는 미확인 0 70 ～ 78 10

※ 평균성적은 직전학기의 재단 환산 백분위 점수이며, 한국장학재단 성적처리기준에 따라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예시: 직전학기 3.35/4.3 → 재단 환산 점수 89)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기관별 선발 진행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점수 50점 20점 10점 10점 10점

배점항목
장애학생
추천

지원 경험 전공 소득구간 성별

장애학생 추천 지원 경험 전공 소득구간 성별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추천함 50 근로 경험 20 동일 전공 10 0∼3구간 10 성별 같음 10
봉사 경험 10 지원수업수강 5 4∼8구간 5

추천하지 않음 0 성별 다름 0경험 없음 0 해당 없음 0 9구간 이상 0

   ㅇ 대체장학생 선발기준

      - 국가근로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기관별 선발 진행

□ 교외근로

  1. 일반교외근로: 배점방식

   ㅇ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점수 20점 20점 10점 50점

배점항목 소득구간 성적
직전학기
선발여부

근로기관 자체
선발 기준

당해학기 소득구간 평균성적 환산점수 선발여부 근로기관 자체 선발 기준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2구간 20 90 ∼ 100 20
직전학기 미선발자 10

기관별 자체 선발
기준 50

3∼4구간 17
84 ∼ 89 17

5∼6구간 14

79 ∼ 83 14
직전학기 선발자 5

7∼8구간 10

9구간 이상
또는 미확인 0 70 ∼ 78 10

※ 평균성적은 직전학기의 재단 환산 백분위 점수이며, 한국장학재단 성적처리기준에 따라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예시: 직전학기 3.35/4.3 → 재단 환산 점수 89)



                                                              

2.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근로기관별로 근로시작 전 업무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별 

안전유의사항, 부정근로 방지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근로 첫 달에 한해 

근로 1시간으로 인정

ㅇ (간담회) 근로기관별 자율적 실시

□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 이중근로, 휴학 및 제적생 근로,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근로) 불허

ㅇ 학적변동(졸업, 제적, 휴학 등) 발생 시 학적변동일 다음날부터 근로 

중지(학적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ㅇ 근로장학 선발 제한 대상자(부정근로, 징계 등) 미선발 또는 선발 취소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관리 부실 기관(부정근로 발생, 출근부 제출 지연 등)은 배정인원 회수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각 근로기관 담당자는 근로활동 익월 3일까지 출근부 확인 및 제출, 

지급내역서 공문 제출

ㅇ 근로활동 익월 10일 경 장학금 지급(단, 회계마감 등 경우에는 사전 

안내 후 변동 가능)

ㅇ 포털(mySNU) 개인정보에 입력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 지급



                                                              

3.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관리기관 성 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

장학복지과(총괄) 강다은 02-880-5078 kde7088@snu.ac.kr O

장애학생지원센터 임희진 02-880-8787 maggie1991@snu.ac.kr O

인문대학 장하얀 02-880-6007 hayan7861@snu.ac.kr O

사회과학대학 김정희 02-880-6309 penda@snu.ac.kr O

자연과학대학 이재순 02-880-6494 leejs@snu.ac.kr O

간호대학 고준호 02-740-8461 joonoko@snu.ac.kr O

경영대학 윤이랑 02-880-6908 yirang.yoon@snu.ac.kr O

공과대학 배현정 02-880-7010 spica97@snu.ac.kr O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혜원 02-880-4508 dudjy1@snu.ac.kr O

미술대학 김지은 02-880-6883 je.kim@snu.ac.kr O

사범대학 정민주 02-880-7606 happy.lee@snu.ac.kr O

생활과학대학 유시우 02-880-6805 nice2siu@snu.ac.kr O

수의과대학 이혜민 02-880-1210 shbm486@snu.ac.kr O

약학대학 김보라 02-880-7826 behold12@snu.ac.kr O

음악대학 이미연 02-880-7906 already_you@snu.ac.kr O

의과대학 이은경 02-740-8037 viviana1230@snu.ac.kr O

자유전공학부 김지선 02-880-9536 deinesun@snu.ac.kr O

시설기획과 강주혁 02-880-6984 juhyukang@snu.ac.kr O

정보화본부 윤민희 02-880-2121 minidox@snu.ac.kr O

중앙도서관 김현승 02-880-5297 gustmdrns@snu.ac.kr O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최은경 02-880-5318 ekpia@snu.ac.kr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