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및 표준화된 장학정보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간편한 장학업무 기능

빠르고 간편하게 장학금을 게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관련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모든 장학금 관련자들이 한곳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 네트워킹

장학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웹상에서
장학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학정보 디지털화

장학업무 데이터가 저장되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

장학금 운영자와 학생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효율적인 장학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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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십커먼즈 사용자

학생

기부자

장학금
운영기관 추천인

외부기관 심사위원

스칼라십커먼즈

SCHOLARSHIP COMMONS
스칼라십커먼즈

스칼라십커먼즈 특징
스칼라십커먼즈는 특허받은 장학금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 장학금 관리 솔루션’입니다.
온라인으로 장학금 운영기관, 학생, 추천인, 심사위원을 연결하고, 장학업무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스칼라십커먼즈 장학관리 시스템

장학금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스칼라십커먼즈 시스템

장학관리 플랫폼
구축

장학업무 통합관리 인프라

표준 장학업무 프로세스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Process/Operation 측면

장학 유형별 서식 템플릿

전자서식 포트폴리오

장학정보 처리 자동화

Data/Program 측면

장학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스칼라십커먼즈 멤버십
운영

유료/무료 회원제도

맞춤형 장학 서비스

User/Community 측면

장학금 통합관리 시스템 및 운영 방법
(특허등록번호: 10-1609717)

장학정보 관리장치 및 방법
(특허등록번호: 10-1817288)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디자인등록번호: 30-0928525) 

스칼라십커먼즈는 
민트세이지(주)가 개발한 
디지털 장학금 관리 시스템입니다.

스칼라십커먼즈는 
장학금 사용자, 장학업무, 장학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장학정보 구축 및 확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칼라십커먼즈 성장

스칼라십커먼즈 장학금 운영 성과
(2018. 1. 1. - 2018. 12. 31.)

10건

‘KAIST·충남대 코딩 
장학금’을 시작으로 
총 10건의 장학금을 
운영했습니다. 

121명
총 121명의 학생이 
스칼라십커먼즈에서 
장학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38명

총 38명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770만원

총 770만원의 
장학금을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했습니다.

21일
장학금 접수부터 
선발자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업무에 평균
21일이 소요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7일
장학금 접수부터 
장학금 지급까지, 
온/오프라인 업무에 
평균 27일이 
소요됩니다(주말 및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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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십커먼즈 장학업무 프로세스

스칼라십커먼즈는 온라인으로 장학금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청서·추천서·심사평가서를 제출하므로,
종이서류 인쇄, 데이터 취합·입력·분류 등의 오프라인 업무 시간이 줄어들어 장학생 선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추천기간 서류심사 면접심사

선발자 증빙서류 제출

선발자 발표면접 대상자 발표

신청부터 선발까지 평균 21일
(면접전형 제외)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27일
(면접전형 제외)

장학금 등록 장학금 검색 장학금 신청 추천서 제출 서류평가서 제출 면접평가서 제출
(예정)

장학금 지급

운영기관 심사위원 운영기관심사위원추천인학생 학생 학생

2015

7월
민트세이지(주) 설립
‘장학금 통합관리 시스템’
특허 출원

9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정보 공개 청구/수령

10월
장학금 데이터 표준화 시작

2016

3월
‘장학금 통합관리 시스템’ 특허 등록

9-11월
KAIST 산학연구 과제(1차) 수행

12월-2017년 4월
KAIST 산학연구 과제(2차) 수행

12월
‘화상디자인 디스플레이 패널’ 
디자인 출원(KAIST 공동)

2017

5월
‘장학정보 관리장치’ 특허 출원(KAIST 공동)

9월
민트세이지(주) 대전지사 설립

9월-2018년 1월
KAIST 산학연구 과제(3차) 수행

10월
‘화상디자인 디스플레이 패널’ 
디자인 등록(KAIST 공동)

2018

1월
‘장학정보 관리장치’ 특허 등록(KAIST 공동)
민트세이지(주) 벤처기업 확인

2월
베타 사이트 오픈
KAIST·충남대 코딩 장학금 운영

4-5월
어학연수 장학금 운영

7-12월
KAIST 디자인 장학금 외 7개 장학금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