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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6조)

3.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 2)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대상

1.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정부부처

뿐 아니라 민간장학재단/기업/대학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2.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타기관

학자금 대출

3. 학자금무상지원: 공공기관 및 법인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지원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학재단법)

1. 장학재단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

(2011년 9월 30일 시행)

2. 학자금 지원의 범위 (제 4조)

- 등록금

-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

학자금 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 5)

1.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범위가 되는

학자금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공익법인, 

대학 등에서 지급받은 등록금 목적의

지원금

2. 근로장학금, 생활비대출 등 등록금 지원

목적과 무관할 경우 중복 지원 방지

대상에서 제외

3.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대상은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자금무상지원을 포함

※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의 경우에 등록금액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음(장학금별 확인 필요). 

Ⅰ. 학자금 시장 현황



[대학 학자금 재원별 구분]

[학교수, 학생수, 장학금총계]

학교종류 학교수(개)

학생수 금액

재학생수(명)
학자금대출
학생수(명)

장학금총계
(조원)

학자금대출
총계(조원)

대학교 242 1,591,240 544,205 4.84 1.38

전문대학 165 408,374 192,759 1.43 0.45

대학원 1,152 271,835 188,041 1.14 0.89

대학원대학교 44 9,355 5,331 0.029 0.024

합계 1,603 2,280,804 930,336 7.44 2.74

1. 등록금, 장학금, 학자금대출 (2021년)

※ 출처: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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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총계
7.44조원

학자금대출 총계
2.74조원

(단위: 조원)

등록금 총계
15조원 대학 학자금

규모 30조원
이상 (추정)

※ 생활비 15조원 추정 근거: 228만명(학생수) x 85만원(월생활비) x 8개월(학기) ≒ 15조원.

http://www.academyinfo.go.kr/


[대학 학자금 세부내용별 규모]

◎ 대학 학자금 규모: ”등록금 15조원 & 생활비 15조원 합계 30조원+”

◎ 장학금 총계: ”교외 & 교내 장학금 합계 7.4조원”

(*1학기와 2학기 대출학생수의 누적 합계)

9,120억원

4,490억원

1.38조원

19.3만명

19.3만명

54.4만명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93만명*학자금대출 총계 2.7조원

◎ 학자금대출 총계: ”등록금 & 생활비 대출 합계 2.7조원”

등록금(자비) 
4.9조원

『생활비 규모 15조원+』

교외 & 교내 장학금
7.4조원

학자금대출
(등록금, 생활비)

1.6조원

학자금대출
(등록금)
1.1조원

『등록금 규모 15조원』

228만명(학생수) x 85만원(월생활비) x 8개월(학기) ≒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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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별 장학금, 학자금대출 (2021년)

[시도별, 학교종류별 장학금 규모]

[시도별, 학교종류별 학자금대출 규모]
시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시도합계

서울 444 50 570 16.6 1,080

부산 108 24 38 170

대구 32 32 18 82

인천 26 20 12 0.4 59

광주 41 14 18 73

대전 62 15 29 0.8 106

울산 12 8 4 24

세종 4 0.3 4

경기 227 170 100 4.3 500

강원 56 10 7 74

충북 50 11 9 70

충남 117 17 25 1.5 160

전북 53 15 16 85

전남 21 11 3 34

경북 89 23 26 0.05 139

경남 40 21 10 71

제주 4 4 4 12

합계 1,382 449 888 24 2,743

시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시도합계

서울 1,322 134 527 7.5 1,990

부산 429 94 53 577

대구 138 139 37 315

인천 93 57 29 0.4 179

광주 204 50 39 293

대전 269 57 128 0.3 455

울산 45 26 29 5.7 105

세종 45 11 7 10.3 73

경기 579 421 115 4.3 1,119

강원 196 34 26 256

충북 222 43 21 286

충남 419 49 31 0.2 499

전북 219 59 22 0.2 301

전남 101 48 4 154

경북 377 118 48 0.04 542

경남 153 68 22 243

제주 26 22 4 53

합계 4,839 1,431 1,141 29 7,440

(단위: 십억원)

(단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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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별 대학(원)생 등록금 마련 방법(%)]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KOSIS

◎ 대학생 한 달 생활비 정도(만원): “대학생 평균 생활비 85만원”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기초연구실; KOSIS

◎ 한 달 생활비 중 부모(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대학생 27% 부모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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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비 조사 결과]



3. 장학금 변화 방향

[법, 사회 제도의 변화]

이슈 현재 개선 방안 키워드

장학금
반환

등록금 장학금 경우, 휴학시
자발적 반환해야 함

휴학 시 장학금은 장학기관에게
직접 반환 가능한 시스템 개발

중복 지원
확인*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은
제한적으로 중복 지원 여부 파악

민간장학금도 학자금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가능한 시스템 개발

투명성,
공정성

주민등록
번호

개인정보
보호

가족
개인정보

경제상황
증명

일부 장학금에서 본인 이외의
직계 가족 개인정보 기재 요구

가족 개인정보 삭제; 
필요시 가족 동의서 별도 제출

부모/가족 연봉, 거주형태/집평수, 
건강보험료/재산세 등 제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등의
자료 활용

일부 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구

신청서에서는 삭제하고, 
선발자에게는 동의 받고 제출

사진제출 사진 첨부 (용모차별)
사진 미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서식
간소화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시 통장사본 제출
(신청자, 선발자 서류 미구분)

선발자만 계좌번호 제출
(필요한 서류만 제출)

[IT 과학기술의 변화]

이슈 현재 개선 방안 키워드

IT 시스템
개발

운영기관이 자체 구축한 IT 
시스템 사용 (타기관 사용 불가)

여러 운영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 IT 시스템 사용

플랫폼

정보공유

중복 지원
확인*

타 운영기관의 장학생 명단
공유없어 중복 지원 확인 불가능

타 운영기관의 장학생 명단
공유로 중복 지원 확인 가능

블록체인

자체 장학정보 미공개, 
데이터 보관은 폐쇄적

학자금 중복 지원 여부 등에 대해
타 운영기관과 장학정보 공유

서류
제출 방식

신청서/증빙서류는
온라인/우편/방문 제출 병행

전자서식 사용. 전자서류로
온라인/모바일 제출

선발 절차

운영 방식
종이서류 기반의 아날로그, 
오프라인 위주로 운영

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
장학생 선발 전과정 운영

오프라인 서류작성/제출로
번거롭고 시간 오래 걸림

온라인 서류작성/제출로 사용
하기 편리하고 신속 처리 가능

네트워크

데이터관리

사용자관리

데이터 표준 부재, 
일회성 데이터 관리

표준데이터를 전자문서/디지털
방식으로 추적/수집 가능

운영기관이 다르면 장학금
수혜자 데이터 통합 불가능

운영기관이 달라도
사용자 데이터 통합 가능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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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데이터 소개]

1. 「대학알리미」에서 공개한 장학금, 학자금대출 데이터

출처: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이름: 2021년도 장학금 수혜 현황, 학자금대출 현황 데이터

내용: 대학교별 재학생수, 장학금액, 학자금대출금액 등

대상: 1,603개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등)

수집 시기: 2022년 10월

분석: 스칼라십커먼즈(www.scholarshipcommons.com)

2.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집하여 공개한 장학금 선발공고문 데이터

출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스마트학자금 맞춤설계에서 공개한 장학금 공고문

이름: 장학금 선발공고문 데이터

내용: 장학금 선발기준, 장학금액, 제출서류 등 선발공고문에 기재된 정보

대상: 3,112개 장학 프로그램 (대학 2,506개, 고교 606개)

수집 시기: 2021년 2월 (2020년 이전 장학금 포함)

분석: 스칼라십커먼즈(www.scholarshipcommons.com)

알림: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장학금 데이터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 ‘2020년 하반

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AI데이터 가공 부문’에 선정되어 구축한 “장학금 AI 개발을 위

한 학습용 데이터셋”임을 밝힘. 장학금 데이터수집, 정제, 라벨링 등의 과정을 거쳐 구축

된 3,112개 장학금 선발공고문 데이터 중에서 2,506개의 대학생 장학금을 포함.

※ 주의

본 보고서에는 2020년까지 운영한 장학금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2021년 이후 운영한 장학금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일부 장학금은 현재 미운영 상태일 수 있음. 고교생 장학금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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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전체 규모
중복 지원
방지 범위

등록금

- 고정금액 지원

- 등록금 10-100%

- 입학금, 기성회비 등

15조원

(장학금 7.4조원, 학자금대출 2.7조원)

등록금 총액
이내 중복
지원 가능

생활비

- 주거비, 숙식비

- 교통비, 용돈

- 기타 (의료비) 등

약 15조원 이상 추정

228만(학생수)x85만원(월)x8개월
≒ 15조원

미포함

학비보조금

- 교재, 재료 구입비

- 조사, 연구, 논문제작비

- 레슨, 훈련, 실습비 등

최소 1조원 추정

228만(학생수)x20만원(학기)x2(학기) 
≒ 1조원

미포함

학업외활동비

- 회비, 참가비

- 탐방비, 활동비

- 수강료, 응시료 등

최소 1조원 추정

228만(학생수)x20만원(학기)x2(학기)
≒ 1조원

미포함

※ 대학 학자금 규모 추정 (학비, 생활비): 30조원 이상.

학기 중 생활비만 포함하기 위해 방학 4개월을 제외한 8개월만 학기로 계산.

1. 용도별 장학금 분류 (국내)

① 등록금, ② 생활비, ③ 학비보조금, ④ 학업외활동비

Ⅱ. 장학금 지급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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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 학교에 납부하는 학비(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등)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용도

- 등록금은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등의 납부금을 포함

• 중복 지원 방지

- 등록금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범위에 포함; 등록금총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규모

•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고정 금액 또는 등록금 10-100% 등으로 지정

• 지급주기

- 학기별 지급

• 장학기간

- 1학기, 1년, 다년, 졸업시까지 등으로 선택 가능

절차

• 선발절차

- 장학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기본 서류 심사로 선발

- 장학금액이 큰 경우는 추천서 및 면접 등을 추가하여 선발

• 선발시기

- 학기 시작 1-2개월 이전, 신입생 대상의 장학금은 대입 합격자 발표 이후

지원
내용

• 고정 금액으로 지원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의 고정 금액으로 지원

- 학교, 학과별로 등록금액이 다르지만 수혜금액은 일정하므로 관리가 용이

• 등록금 10%-100%(전액) 지원

- 등록금의 50%, 등록금전액 등이기 때문에 학생마다 장학금액이 상이

- 학교, 학과별로 등록금이 상이하고, 학생별 장학금액이 상이하므로, 관리가 어려움

• 입학금 지원

- 신입생에게만 해당되며, 입학금을 폐지하는 경향이 있음

-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과 함께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상태

사례

• 고정 금액 지원하는 장학금

- KC미래장학재단 KC미래장학금, 한국태양유전교통사고유자녀장학회재단

• 등록금 100% 지원하는 장학금

- PONY정장학재단, 고촌재단(종근당), 오뚜기재단 장학생

•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 현대자동차그룹 계약학과(산학장학생), 신한장학재단 신규장학생

①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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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 학기 중 생활에 필요한 자금(주거비, 식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용도

- 생활비는 주거비(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용돈 등으로 구성

• 중복 지원 방지

- 생활비는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규모

• 장학금액

- 학생 1인당 월 생활비 50-150만원, 평균 85만원 수준 (출처 KOSIS)

• 지급주기

- 월별 지급 (매월 일정금액), 학기별 지급(1학기 생활비 합계)

• 장학기간

- 1학기, 1년, 다년, 졸업시까지 등으로 선택 가능

절차

• 선발절차

- 장학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기본 서류 심사로 선발

- 장학금액이 큰 경우는 추천서 및 면접 등을 추가하여 선발

• 선발시기

- 학기 시작 1-2개월 이전(1학기 장학금은 1-2월, 2학기 장학금은 7-8월 중에 선발)

지원
내용

• 생활비 지원

- 학기 중 필요한 생활비 또는 위기 발생으로 긴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을 관리하는 운영비용이 증가

• 주거비, 기숙사비 등 지원

- 주거비, 기숙사비 등의 고정비를 매달 지원

- 금액이 아니라 실제 기숙사 시설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

• 식비 지원

- 숙식비, 생활비 등으로 지원하는 경향

- 개인에게 식비 용도로 지급하기 보다는 학교 식비 보조금으로 단체 지원하는 경향

사례

• 생활비 장학금

-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나래장학생, 생명보험협회 국내박사과정생명보험사회공헌

• 주거비, 기숙사비 지원하는 장학금

-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거주비지원장학금, 경산시장학회 경산학사운영비

• 식비 지원하는 장학금

- 경상남도거제시청 거제시장학생(숙식비), KAIST 하루과일캠페인(무료 과일 제공)

②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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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상품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용도

- 학업 수행에 필수적인 교재비, 재료비, 강습비 등의 용도

• 중복 지원 방지

- 학비보조금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규모

• 장학금액

- 10-100만원

• 지급주기

- 소액인 경우는 일시 지급, 고액인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분할 지급 가능

• 장학기간

- 학기마다 선발, 1학기 기준, 1회성으로 지원, 필요시 지원

절차

• 선발절차

- 장학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기본 서류 심사로 선발

- 장학금액이 큰 경우에는 추천서 및 면접을 추가하여 선발

• 선발시기

- 학기 중 언제든지 선발 가능하지만, 교재비 경우는 학기초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지원
내용

• 교재, 도서, 기기, 재료 등 구입비 지원

- 교재, 도서 구입비: 전공에 관계없이 교재/부교재, 교양도서 등의 도서구입비

- 기기, 재료 구입비: 디자인 재료비, 실습 기기, 부품 등의 구입비

• 조사비, 연구비, 논문제작인쇄비 등 지원

- 조사비, 연구비: 설문조사비, 산학 장학금, 유학비 장학금 등에서 지원

- 논문인쇄비: 대학원생, 산학 장학금, 유학비 장학금 등에서 지원

• 레슨비, 훈련비, 실습비 등 지원

- 레슨비, 훈련비: 예체능 전공 학생의 경우 레슨비, 훈련비 지원

- 실습비: 현장 실습 기간 동안 필요한 실습비, 소모품비 등 지원

사례

• 교재비, 도서비, 재료비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장학금

-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장학금, 경상남도거제시청 거제시장학금, 지헌장학재단

• 연구비, 논문제작비 장학금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우수장학생, S-Oil/한화케미컬/한국타이어 산학 장학생

• 실습기회 제공 장학금

- 현대상선 산학장학금, 엔디에스엠㈜ 산학장학생, 승가원 복지실습장학금

③ 학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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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 학회비, 응시료 등 학업과 직접 연관은 낮지만 학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목적

• 용도

- 학업 수행에 부수적이지만 필요한 학회비, 참가비, 활동비 등의 용도

• 중복 지원 방지

- 학업외활동비는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규모

• 장학금액

- 10-100만원(국내), 100-300만원(해외활동)

• 지급주기

- 소액인 경우는 일시 지급, 고액인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분할 지급 가능

• 장학기간

- 학기마다 선발, 1학기 기준, 1회성으로 지원, 필요시 지원

절차

• 선발절차

- 장학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기본 서류 심사로 선발

- 장학금액이 크거나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및 면접을 추가하여 선발

• 선발시기

- 학기 중 상시, 연중 상시

지원
내용

• 회비, 참가비 지원

- 학회 회비 등 지원

- 공모전 참가비, 국제대회 참가비, 콩쿠르 참가비, 해외학회 참가비 등 지원

• 탐방비, 활동비 지원

- 문화탐방, 봉사활동 등을 지원

- 학습활동, 커뮤니티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 지원

• 수강료, 응시료 지원

- 외국어 수강료, 학원 수강료 등 지원

- 어학시험 응시료, 자격시험 응시료 등 지원

사례

• 참가비 지원 장학금

- 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예술학부장학금, 미래산업인재학부장학생

• 활동기회제공

- 원모평애재단 효정평화장학생, 두을장학재단 장학금 (커뮤니티활동 지원)

• 수강료, 응시료 지원

- 강원랜드사회공헌위원회 하이원나눔키움장학생

④ 학업외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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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특징
중복 지원
방지 범위

해외연수비

- 해외 교환학생 참가비

- 해외 단기방문 참가비

- 해외 어학연수 참가비

국내 대학 재학생의 해외 학업 및

연수 등에 필요한 학비, 생활비,  

보조금 등 지원

미포함

유학비

- 등록금

- 생활비

- 학비보조금

- 학업외활동비

- 기타

해외 대학의 학위과정 입학생/재

학생에게 등록금, 생활비, 보조금

등 지원

등록금에 대한
중복 지원 여부
는 장학금별 확
인 필요

※ 유학비는 해외에서 장학금을 사용할 경우를 의미하며, 장학금 용도는 국내와 유사

2. 특별 용도 장학금 (해외)

⑤ 해외연수비, ⑥ 유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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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 해외 대학 교환학생, 어학연수, 답사/탐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용도

- 해외에서의 수업, 방문, 여행을 위한 학비, 생활비, 항공료, 보험료, 용돈 등의 용도

• 중복 지원 방지

- 해외연수비는 중복 지원 방지 대상이 아니지만, 장학금별 확인 필요

규모

• 장학금액

- 100-1,500만원 규모; 소액/고액 장학금 모두 가능

• 지급주기

- 학비는 일시불, 항공료는 출국 전, 생활비는 매달 지급 등으로 다양

• 장학기간

- 주, 학기, 년 등으로 다양 (4주, 1학기, 다학기 등)

절차

• 선발절차

- 장학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기본 서류 심사로 선발

- 장학금액이 큰 경우는 추천서 및 면접 등을 추가하여 선발

• 선발시기

- 연 1회 혹은 매 학기 선발; 학기 시작 4-6개월 이전에 선발 (3-5월, 9-11월 사이)

지원
내용

• 해외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 지원

- 교환학생 학비는 자교에 납입하므로, 학비 이외의 항공료, 생활비 등을 지원

- 교환학생 기간 1-2학기(1년) 정도 지원

• 해외 단기 방문 프로그램 지원

- 방학기간 동안 학업보다는 해외 탐방, 해외 문화체험 등의 활동비를 지원

- 2-4주(1달) 동안의 여행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보험료 지원

•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비,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

- 지원기간은 방학기간 동안의 1-2개월 지원부터 1-2학기 정도의 장기 지원 등 다양

사례

• 해외 대학 교환학생 장학금

- 김희경 유럽정신문화 장학재단(유럽교환학생),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 문화탐방비, 해외탐방비용 장학금

- 인천인재육성재단 대학생해외연수장학생, 홍익대 총동문장학회 해외탐방장학생

•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하는 장학금

- 아름다운재단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김희경 유럽정신문화 장학재단(어학연수) 

⑤ 해외연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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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 해외 대학 학위과정(학/석/박사) 입학생/재학생의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이 목적

• 용도

- 해외 대학 학위과정 입학/재학용 등록금, 생활비, 연구비, 항공료, 보험료 등의 용도

• 중복 지원 방지

- 유학비는 중복 지원 방지 대상이 아니지만, 장학금별 확인 필요

규모

• 장학금액

- 300만원-학비전액(등록금 & 생활비)으로 고액 장학금에 해당

• 지급주기

- 학비는 학기별, 생활비는 월별, 항공료/정착비는 출국 시 일시 지급 등으로 다양

• 장학기간

- 학위과정으로 유학하기 때문에 통상 다학기/다년 지원이 바람직

절차

• 선발절차

- 장학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기본 서류 심사로 선발

- 장학금액이 크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및 면접을 추가하여 선발

• 선발시기

- 학기 1년 전부터 늦어도 학기 시작 4-6개월 이전에 선발 (3-5월, 9-11월 등)

지원
내용

• 고정금액으로 일정기간 지원

- 학위과정 유학비의 경우 최소 1만달러 이상으로 유학비 장학금액을 책정하여 지급

- 학기별 등록금 5천달러, 생활비 800달러 등으로 장학금액을 책정하여 지급

•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해서 유학비 전액을 졸업시(일정기간)까지 지원

- 학생별로 등록금은 실비로 전액 지급하고, 생활비는 매달 일정 금액 지급

- 장학금 중에서 1인당 수혜금액이 최대 금액을 지원

• 유학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일회성으로 지원

- 300만원 규모의 유학비 장학금은 항공료, 의료보험료, 이사비, 정착비 등의 보조금

-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은 해당자만 별도로 선발하여 지원

사례

• 유학비 중 등록금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

- 포스코청암재단 아시아지역전문가양성 프로그램

• 유학비 전액 지원

- 한국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장학금(학비, 생활비 포함) 

• 유학비 기타 비용 지원

- 김희경 유럽정신문화 장학재단 유럽대학 박사학위 논문작성 프로그램

⑥ 유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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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해외교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500만원(아시아), 
700만원(미주, 유럽)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
대학원협회

해외연수장학생
(의료실습프로그램)

대학,
대학원

의대, 
의전원

200만원(미주, 유럽, 기타),
100만원(아시아)

김희경유럽정신문화
장학재단

유럽교환학생
(학/석/박사)

대학, 
대학원

인문
1,560만원(1년), 
100만원(항공료)

아셈듀오장학재단
듀오-코리아장학금, 
듀오-스웨덴장학금

대학,
대학원

제한없음
4,000유로(2인 8.000유로); 
3,500유로(2인 7,000유로)

서울대학교 SNU이음장학금
대학, 
대학원

서울대
제한없음

1,500만원(1학기 교환학생), 
500만원(4주 해외방문)

고우해커스
Hackers Alumni 장학금,
Hackers Family 장학금

대학,
대학원

제한없음 1만달러(교환/파견학생)

MBK장학재단 MBK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서강동문장학회 해외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7주 어학연수경비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장학생(도시공학과)
대학, 
대학원

도시공학 유럽여행비

홍익대총동문장학회 해외탐방장학생 대학
홍익대
제한없음

탐방경비, 항공료

[해외연수비]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한국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장학생 대학원 사회 유학비전액(학비, 생활비 등)

관정이종환교육재단 국외유학장학생
대학, 
대학원

일부제한 유학비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박사 대학원 제한없음 12만달러

한미교육위원단 대학원장학프로그램 대학원 제한없음 4만달러(학비)

한국철도협회 철도장학금 대학원
공학
(철도전공)

2,000만원

포스코청암재단 아시아지역전문가양성
대학원
(박사)

인문사회
1.5만달러(학비), 
800달러(월)(생활비)

목암과학장학재단 해외장학생 대학원
자연, 공학,
의학

1만달러

용운장학재단
해외유학(박사과정)
장학생

대학원 제한없음 3,000만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일송장학금
(해외유학생)

대학원
연세대
상경대

2,500만원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글로벌자원개발석박사
장학생(캘거리대)

대학원 자연, 공학 2만CAD(캘거리대)

[유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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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특징 참여기업
중복 지원
방지 범위

산학 장학금

- 등록금(졸업까지)

- 생활비(월)

- 연구비(학기)

- 논문발간비

- 실습비

- 학회참가비

- 멘토링, 인턴 등

- 졸업시 채용 등

등록금, 생활비, 학비

보조금, 학업외활동비

등을 졸업시까지 제공

- 삼성전자

- 삼성SDI

- 현대자동자

- SK하이닉스

- LG

- 한화케미컬

- 한국타이어

- 현대상선

- 두산중공업

등

등록금은 중복

지원 방지 범위

에 포함

3. 특수 목적 장학금

⑦ 산학 장학금 (채용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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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 특정전공/학과의 학생에게 졸업시 채용을 전제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용도

- 등록금, 생활비, 학비보조금, 학업외활동비 용도의 현금; 인턴십/입사 등의 기회 제공

• 중복 지원 방지

- 등록금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범위에 포함

규모

• 장학금액

- 등록금, 생활비, 학비보조금, 학업외활동비 등 여러 용도의 장학금을 지원

• 지급주기

- 등록금/학비보조금은 학기별, 생활비는 매달 지급, 학업외활동비는 필요시 제공

• 장학기간

- 채용을 전제로 선발한 경우는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원

절차

• 선발절차

- 졸업 시 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용 절차와 유사 (서류, 면접, 신체검사 등)

-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학기마다 장학생 조건 준수 여부 확인 필요

• 선발시기

- 계약학과 경우 입학시에 선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필요시 선발

지원
내용

• 등록금, 생활비 등 학업 필수 경비 지원

- 학비(등록금, 입학금)만 지원하는 경우

- 학비와 생활비를 병행해서 지원하는 경우

• 학비보조금, 학업외활동비 지원: 도서비, 연구비, 학회참가비 등 금전 지원

- 학부생에게는 도서구입비 지원

- 석사, 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는 연구비, 논문제작비, 학회참가비 등을 지원

• 기회 제공: 멘토링, 실습, 인턴십, 졸업시 입사 등의 기회 제공

- 학생에게 멘토링 제공, 회사에서 실습 기회, 인턴십 등 제공

- 졸업시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에 입사 기회 제공

사례

• 등록금만 지원하는 경우

- 중소기업, 병원, 해운업체 등에서 관련 전공 분야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등록금, 학비보조금, 입사기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한화케미컬, 두산중공업, 현대상선 등은 논문발간비, 연구비 등 지원

• 등록금, 생활비, 입사기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등의 대기업의 산학장학금

⑦ 산학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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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삼성전자 DS부문* 박사대여장학생 대학원 특정학과 등록금전액, 생활비, 채용

삼성SDI* 연구장학생
대학, 
대학원

특정학과
학사 500만원(학기), 석사 750
만원(학기), 채용

SK하이닉스
펠로우십프로그램
(산학장학생)

대학,
대학원

공학,
자연

등록금, 생활비, 채용

SKC&C AI 산학장학생 대학원 특정학과
등록금, 연구지원금, 
학회참가지원, 채용

LG디스플레이
LGeniusMembers
(산학장학생)

대학원 공학 등록금, 채용

현대자동차그룹 계약학과(산학장학생)
대학,
대학원

특정대학
특정학과

입학금, 등록금전액

현대자동차그룹 연구장학생(산학장학생)
대학,
대학원

특정대학
특정학과

프로젝트수행비, 현대모비스
연구소입사, 멘토링

현대자동차그룹 트랙장학생(산학장학생) 대학
특정대학
특정학과

등록금지급, 채용연계

한국타이어 산학장학생(학/석/박사)
대학,
대학원

공학, 
자연

등록금전액, 월 50/100/150만
원(학/석/박사), 채용

S-Oil(에스오일) 산학장학생
대학,
대학원

특정학과
등록금전액, 100만원(석사), 
80만원(학사), 채용

한화케미컬 R&D석박사산학장학생 대학원 공학
등록금전액, 학비보조금, 
논문제작비, 채용

두산중공업 산학장학생 대학원 특정학과
160만원(월), 논문발간비 300
만원, 두산중공업R&D입사

삼양홀딩스
산학장학생(일반),
산학장학생(R&D)

대학, 
대학원

특정학과
잔여학기등록금, 
50만원, 70만원

현대상선/
현대엘엔지해운

산학장학생 대학 특정대학
등록금지원, 학비보조금(월), 
당사승선실습, 최우선채용

에이치라인해운 산학장학생 대학
특정대학
특정학과

등록금전액(4학년 1, 2학기)

폴라리스쉬핑 산학장학생 대학
특정대학
(해사)

500만원

고려해운 산학장학생 대학
특정대학
(해사)

200만원x2학기(연400만원)

KSS해운 산학장학생 대학
목포대
제한없음

180만원, 
입사 지원시 가산점 부여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한사랑병원
산학협력장학금

대학
목포대
간호학과

300만원x2학기(연600만원)

엔디에스엠 산학장학생 대학
특정대학
특정학과

100만원, 당사실습, 채용

천안사랑장학재단 산학연장학금 대학
자연, 
공학

120만원

※ 2020년까지 운영한 장학금내용을 분석했지만, *표시는 2022년 사례임.

[산학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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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학금액 특징

소액 장학금 50만원 미만
- 학비보조금 장학금이 다수

- 지자체 장학금이 다수

최다 장학금 100만원
- 용도 미지정이 다수

- 지자체, 비영리기관 장학금이 다수

고액 장학금 500만원 이상
-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다수

- 재단, 대기업 장학금이 다수

전액 장학금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지원

-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다수

4. 금액대별 장학금

소액, 최다, 고액, 전액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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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광문장학회재단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만원

인제대학교 NCS직무역량강화특별장학금 대학 특정대학 10만원

경북대학교장학회재단 KNU토플우수자장학금 대학 특정대학 20만원

강서구장학회(서울재단) 소액장학생 대학 특정지역 20만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내집잡기주거비용지원 대학 특정지역 25만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대학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만원

충북지역개발회 푸른장학금 대학 특정지역 3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주변지역장학금
(주민자녀)

대학 특정지역 4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재능나눔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50만원

STX장학재단 국내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50만원

[소액 장학금: 50만원 미만]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지정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이장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정읍산림조합 늘푸른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대선공익재단 대선장학생 대학 사회 100만원

몽은장학재단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정인욱학술장학재단 특별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평통여성장학재단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풀뿌리희망재단 버팀목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엔디에스엠주식회사 산학장학생 대학 공학 100만원

[최다 장학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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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한국철도협회 철도장학금 대학원
공학
(철도전공)

1,000만원(국내)
2,000만원(국외

한국전력공사 장학생 대학 공학 800만원

S&T장학재단 기술보국장학금, 미래지향장학금 대학
자연공학;
제한없음

800만원

롯데장학재단 국학우수인재장학금 대학원 제한없음 750만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장학생(산업체장학생)
대학,
대학원

특정대학
특정전공

700만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스타벅스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 대학 제한없음 600만원

홀트아동복지회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600만원

에몬스장학회 에몬스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500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아드림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500만원

원모평애재단
인재육성장학생
(해외부문)

대학,
대학원

제한없음 500만원

[고액 장학금: 500만원 이상]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오뚜기재단 장학생 대학 자연공학 등록금전액

조비경농장학재단 장학생 대학 농학전공 등록금전액

서암윤세영재단 국내박사과정 연구지원사업 대학원
인문사회,
자연공학

등록금전액

협성문화재단 건설근로자자녀협성장학생 대학 특정소속 등록금전액

연세동문장학회 연세동문장학금 대학 특정대학 등록금전액

서울법대장학재단 서울법대장학금 대학원
특정대학
특정전공

등록금전액

대산농촌재단 대산농업리더장학생 대학 농학전공 등록금전액

인춘재단 인재양성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나래장학생, 아산다솜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예술학부장학금 대학 예체능 등록금전액

[등록금 전액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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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국가장학금, 학교(교내)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총계 50%는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상태 (등록금 규모 15조원, 교내외장학금 규모 7.4조원)

‒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등록금 목적의 장학금이 제일 많음

‒ 등록금 목적의 지원금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범위에 포함

• 생활비

‒ 2021년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규모는 2.7조원, 1-2학기 누적 학자금대출 학생수
는 93만명으로 전체 학생의 최소 20% 이상은 학자금대출자로 추정

‒ 장학금은 학비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은 많지 않음

‒ 생활비 장학금은 장학금을 일시 지급보다는 매달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 장학금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

‒ 개인보다는 기관/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게 적합

• 학비보조금

‒ 교재비, 연구비, 레슨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많지 않음

‒ 교재비 등과 같은 장학금은 개인이 소액, 소규모, 1회성 장학금으로 운영하기에 적합

• 학업외활동비

‒ 문화탐방비, 학회참가비, 시험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많지 않음

‒ 개인이 소액, 소규모, 1회성 장학금으로 운영하기에 적합

• 해외연수비

‒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는 교외장학금은 많지 않음

‒ 해외연수비는 생활비, 항공료를 포함하는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가나 기업의 참여가 필요

• 유학비

‒ 대형 장학재단, 대기업/자산가가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유학비 주는 장학금이 다수

‒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장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산학 장학금

‒ 대기업 주도로 산학 장학금 증가 추세

‒ 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도 기업 직원 채용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

[장학금 지급용도 분석 결과 & 시사점]

www.scholarshipcommons.com   23



• 특정 전공계열에 특화된 장학금은 많지 않은 편

₋ 인문, 사회, 교육, 자연, 예체능계열 장학금은 숫자도 많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은 편

₋ 공학계열 장학금은 다른 계열보다 많은 편이고 금액도 큰 편

₋ 의약계열 장학금은 많지 않지만 금액은 큰 편

• 공학계열은 산학 장학금이 증가 추세

₋ 삼성, 현대, SK, LG 등이 주요 대학에 계약학과, 산학장학금 등을 신설하여 졸업까지

장학금(등록금, 생활비, 보조금 등)을 제공

₋ 재학시에는 멘토링, 인턴, 실습 등의 현장 학습 기회 제공

₋ 졸업시에는 채용 기회 제공

1. 전공 기준 장학금 (Major/Field)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장학금

Ⅲ. 장학생 선발조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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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서울대학교 권오현대학원생생활비장학금 대학원
서울대
인문, 사회

600만원
(월50만원, 최대2년)

솔벗재단 한국학연구지원 대학원 인문 500만원

대추밭장학회 장학생 대학원
인문, 사회,
교육

400만원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 국내신학박사과정장학금 대학원 인문 200만원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우수장학생 대학 인문 150만원

한국환경교육협회 대학장학생 대학 교육 150만원

하티켐 하티켐장학금 대학 인문 등록금전액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은아장학금 대학 교육 등록금전액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협동과정장학생 대학원 인문 등록금

서울신학대학교
이남열박용연장학재단

이남열박용연장학금 대학 인문 등록금

[인문계열/교육계열]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창강재단 장학생 대학 사회 등록금전액

아경장학재단 일반장학금 대학
아주대
경영학

등록금전액

인수장학회 인수장학생 대학원 사회 300만원, 600만원

한국도선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장학생 대학원 법학 500만원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외식산업미래사랑 장학생 대학 사회
200만원(2-3년제),
300만원(4년제)

KSD나눔재단 꿈이룸장학금 대학 상경, 인문 200만원

GS홈쇼핑 GS Shop 소비자리더 장학금
대학, 
대학원

소비자학
150만원(대학), 
200만원(대학원)

대선공익재단 대선장학금 대학 사회복지 100만원

생명보험협회
국내박사과정;
해외박사과정

대학원 보험
등록금50%,
등록금전액

서울법대장학재단 서울법대장학금 대학원
서울대
법대

등록금전액, 50%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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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조비경농장학재단 장학생 대학 농학전공 등록금전액

서강대학교 장진장학금 대학 생명과학 등록금전액

해성장학회 해성장학생 대학 자연 등록금전액

연세대학교 국순당배중호장학생 대학원
연세대
생화학과

500만원

KRA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
농식품인재장학금, 
수산후계장학생

대학
자연
(농업)

250만원

서울대학교 한솥외식인재장학생
대학,
대학원

서울대
식품영양

200만원(대학), 
300만원(대학원)

농협재단 농대장학생 대학 농업
100만원, 
200만원

한국해기사협회 장학생 대학 자연계 200만원(회원)

서울여자대학교 교외통합장학금(현순영) 대학
서울여대
식품영양

1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 본부관리기탁장학금(수학과) 대학
이화여대
수학과

100만원

[자연계열]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S-OIL(에스오일) 산학장학생
대학, 
대학원

공학
등록금전액, 
100만원, 80만원

KPX문화재단 장학생 대학 공학 등록금전액

봉신장학회 장학생 대학
서울대
컴퓨터

등록금전액

대덕전자 김정식특지장학생 대학
서울대
전기정보

등록금전액

송원문화재단 송원장학생 대학 공학 등록금전액

KT그룹희망나눔재단 미래창조인재장학생 대학 공학 등록금50%

대한전기협회장학회 장학금 대학 공학 등록금50%

KC미래장학재단 케이씨미래장학금 대학 공학 500만원

에스엘서봉재단 장학금 대학 공학 500만원

서울대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권오현동문학업장려금장학생 대학 공학 250만원

[공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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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자생의료재단 자생글로벌장학금
대학,
대학원

한의학 등록금전액

문봉장학회재단 문봉장학금 대학
이화여대
약학

등록금전액

연세대보건과학대학
한경범장학회

한경범장학금 대학
연세대
보건대학

등록금전액

한독제석재단 약대장학생, 의대장학생 대학원
약학,
의학

등록금전액

아산사회복지재단 의생명과학분야대학원장학생 대학원
의과학, 
생명과학

2,000만원
(학술비 포함)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대학,
대학원

의대
1,020만원
(등록금, 생활비)

유한재단 보건학술연구비장학
대학원
(석사)

의약 1,000만원

대한간호협회 백양이영복장학금 대학원 간호학 300만원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장학금 대학 약대 200만원

대한한의학회 한의대미래인재육성장학생
대학,
대학원

한의학 50만원, 80만원

[의약계열]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예술학부장학금 대학 문화예술
등록금전액, 
180만원

선화예술문화재단(태광그룹) 예체능장학생 대학 예체능
등록금전액, 
100만원

야마하뮤직코리아 음악장학생 대학 음악전공 500만원

삼아사운드 삼아장학금 대학
무대,공연,
음향 등

100-200만원

선현재단 문화예술장학생
대학,
대학원

문화예술
150만원(대학), 
200만원(대학원)

디아코니아장학위원회 음악전공자장학생
대학,
대학원

음악 200만원

지헌장학재단 장학생 대학 미술 100만원

사단법인행복나무플러스 행복나무장학생 대학 예체능 100만원

CJ문화재단
CJ음악장학생, 
CJ대중음악장학사업

대학원 음악전공
5,000달러,
16,000달러

하트하트재단 오케스트라장학금
대학,
대학원

음악 음악교육비

[예체능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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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학금액 특징

성적우수 장학금 50만원-등록금
- 학교성적, 수능성적 등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

- 해외연수비, 유학비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에 해당

특기 장학금 20만원-등록금
- 특기, 기능, 기술, 고시합격 등을 기준으로 선발

- 등록금, 학업장려금 차원으로 장학금 지급

예체능 장학금 10만원-등록금
- 지역 출신의 예체능 전공학생 대상의 장학금 다수

- 등록금, 학업장려금 차원으로 장학금 지급

2. 실력 기준 장학금 (Merit)

성적우수, 특기, 예체능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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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성적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재단 성적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울산광역시울주군청 롯데성적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횡성인재육성장학회 글로벌인재육성(성적우수) 대학 제한없음 1,000만원(분할)

아산시미래장학회 성적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500만원

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성적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500만원

동암장학회 성적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400만원

포항시장학회 수능성적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0-500만원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대학신입생성적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500만원

과천시애향장학회재단 성적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400만원

남양주장학재단 미래(성적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영암군민장학회재단 수능성적우수입학(재학)장학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군포사랑장학회 성적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400만원

송파롯데장학재단 푸른소나무장학생(성적우수)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에코랜드 성적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청송양수발전소장학회 성적우수장학회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영동군민장학회 성적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성적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성적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구례장학회재단 성적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구미시장학재단 성적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광주시동구인재육성장학회 성적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재단 성적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성적우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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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한국장학재단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대학,
대학원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성남시장학회재단 특기장학생 대학 예체능 등록금전액

옹진군인재육성재단 특기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S&T장학재단 기술보국장학금 대학 자연 800만원(연)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특기장학 대학 제한없음 500만원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500만원

중국월디장학회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400만원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특기자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400만원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재단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재단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서천사랑장학회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홍성사랑장학회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금왕장학회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50만원

삼성면장학회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50만원

군포사랑장학회 특기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경주시장학회재단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안동시장학회재단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충북인재양성재단 특기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백운장학회(광양)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봄내장학회 특기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토성장학회 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창의지성인재(특기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50-70만원

용인시인재육성재단 기능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50만원

[특기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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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한국장학재단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 예체능 등록금전액

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예술학부장학금 대학 예체능 등록금전액

선화예술문화재단(태광그룹) 예체능장학생 대학 예체능 등록금전액

강릉원주대학교 체육특기자장학금 대학 예체능 등록금전액

인천대학교 교내장학금(체육특기) 대학 예체능 등록금전액

강원도평창군청 일반장학생(예체능) 대학 예체능 등록금50-70%

서울장학재단 문화예술장학금 대학 예체능 400만원

논공효천장학회재단 예체능특기자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대학원진학장학금 대학원 예체능 300만원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부자나무장학생(예체능) 대학 예체능 250만원

화원장학회재단 예체능특기자 대학 예체능 230만원

장성장학회재단 예능특기장학 대학 예체능 200만원

포항시장학회
문화예술기능특기생,
체육특기생

대학 예체능 200만원

문경시장학회 국군체육부대자녀대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300만원

영월장학회재단 예체능특기대학생 대학 예체능 150만원

신김포농협장학회재단 예체능대학생 대학 예체능 150만원

동해시민장학회 예체능특기생 대학 예체능 150만원

무안군승달장학회재단 예체능장학금 대학 예체능 150만원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재단 예체능장학금 대학 예체능 150만원

남양주장학재단 예체능장학생 대학 예체능 100만원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체육특기부문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이우장학회 체육특기자 대학 예체능 50만원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예체능장학금 대학 예체능 30-300만원

[예체능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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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학금액 특징

유공, 보훈 장학금 등록금

- 대학교 교내장학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

- 대부분 등록금전액 지원

-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의 교육지원 대상자는

수업료(등록금) 등이 면제되므로, 유공/보훈 장학금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의

장학금 (학비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효행, 선행, 봉사
장학금

50만원-등록금

- 효행, 선행, 봉사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선발

- 포상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장학금

-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등으로 선발하기도 함

3. 아너 기준 장학금 (Honor)

유공/보훈, 효행/선행/봉사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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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보훈보상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강원대학교 우선면제장학금(국가유공자)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금강대학교 보훈장학(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공주대학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장학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동국대학교 보훈장학(본인, 자녀)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서울대학교 교내장학금(국가유공자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서울시립대학교 특정장학(국가유공장학)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성신여자대학교 보훈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성균관대학교 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세종대학교 신입생장학금(보훈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순천대학교 공통장학생(국가유공자 및 자녀)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숭실대학교 교내장학금(국가유공자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인제대학교 보훈직계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인천대학교 교내장학금(보훈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전북대학교 목적장학금(보훈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중앙대학교 교내장학금(보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한국외국어대학교 보훈(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한림대학교 교내장학금(보훈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성공회대학교 특별장학금(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수원시장학재단 유공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유공자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전남인재육성재단 5.18민주유공자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우양재단 남진순청년장학생(독립유공자후손)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국가보훈처
보훈가족장학금,
보훈장학금(대학원장학)

대학,
대학원

제한없음 90만원, 115만원

[유공, 보훈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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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특별장학(봉사장학)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75%

신라대학교 봉사장학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서산장학재단 선행효행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선행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논산시장학회재단 사회봉사활동우수대학생 대학 제한업음 300만원

경기도연천군청 효행및선행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80만원

은평구민장학재단 관학봉사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수원시장학재단 효선행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경상남도거제시청 재능봉사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광주시동구인재육성장학회 봉사선행효행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태도장학문화재단 사회봉사활동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효행장학회 효행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봉사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삼육대학교 글로벌봉사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경산시장학회 선행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상명대학교 교내장학금(사회봉사) 대학 제한없음 80만원

경기대학교 사회봉사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70-150만원

안동시장학회재단 효행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50만원

용인시인재육성재단 효행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50만원

양주시희망장학재단 특정지원장학생(효선행) 대학 제한없음 50만원

국민대학교 사회봉사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50-100만원

청주대학교 봉사실천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4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발전기금재단 선행학생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5-30만원

[효행, 선행, 봉사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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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학금액 특징

저소득층 장학금

(소득연계)
20만원-등록금

- 지자체 또는 관련 장학재단에서 대부분 운영

- 학비보조금의 소액부터 등록금전액 지급까지 다양

다자녀 장학금 50만원-등록금
- 지자체 또는 관련 장학재단에서 대부분 운영

- 대학에서는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 지원하는 경향

장애인 장학금 30만원-등록금

- 다수의 대학에서 교내장학금으로 지급

- 학교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용도가 다수

-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용도미지정이 다수

복지시설 장학금 30만원-등록금
- 복지시설,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대상 장학금

- 장학금 숫자가 많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은 편

새터민(탈북),  
다문화 장학금

50만원-등록금
-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용도미지정이 다수

- 대학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 용도가 다수

4. 니즈 기준 장학금 (Needs)

저소득층, 다자녀, 장애인, 복지시설, 새터민/다문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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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강원도삼척시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강원도속초시청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강원도청 탄광지역저소득층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경기도고양시청 저소득주민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경기도광주시청 저소득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경상남도고성군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경상남도통영시청 저소득청소년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경상북도포항시청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대학입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광주광역시서구장학재단 행복(저소득)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광주시북구장학회재단 저소득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희망(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30만원

대구광역시북구청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대구광역시중구청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목포장학재단 저소득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부산중구장학회 저소득가정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재단 저소득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저소득가정대학생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장보고장학회(완도군청) 저소득자녀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저소득가정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구례장학회재단 저소득층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철원장학회재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저소득층대학생거주비지원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30만원, 등록금

전라남도여수시청
저소득주민자녀일반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특별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만원, 50만원

서울특별시강남구청 저소득층대학생학비지원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등록금50% 등

[소득연계(저소득)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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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부천장학재단 다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50%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다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50%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재단 다자녀가정특별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500만원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다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논산시장학회재단 다자녀가구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문경시장학회 다자녀생활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경기도연천군청 향토장학생(다자녀) 대학 제한없음 280만원

강진군민장학재단 다자녀분야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구례장학회재단 다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구미시장학재단 다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다자녀 장학금]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세종대학교 신입생장학금(장애인)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30%

수원과학대학교 교내장학금(장애인)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군산대학교 교내장학금(장애인)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원광대학교 장애인및장애인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50%

숭실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장애인장학 대학원 제한없음 등록금30%

충청북도충주시청 장애인및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

백운장학회(광양) 우선선발장학생(장애인) 대학 제한없음 2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소년육성기금(장애인)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동해시민장학회 장애인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계명대학교 장애인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장애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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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나래장학금(복지시설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나래장학금(조손가정)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목포대학교 교내장학(시설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수원과학대학교 교내(원호자녀, 교육보호, 새터민)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

경상남도통영시청 저소득청소년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소년육성기금(어려운청소년)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경산시장학회 생계급여수급자대학진학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강진군민장학재단 시설보호대상자분야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우양재단 복지시설출신대학생장학(다솜)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부경대학교 교내특별(아동복지) 대학 제한없음 37-237만원

[복지시설 장학금]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나래장학생(다문화)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수원과학대학교 교내장학금(다문화가정)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숭실대학교 교내장학금(새터민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동국대학교 교육보호장학(새터민)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신안군장학재단 다문화가정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논산시장학회재단 다문화가정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다문화, 새터민동행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구례장학회재단 다문화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보은군민장학회재단 다문화가정장학생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다문화가정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새터민, 다문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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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학금액 특징

정부, 공공기관 장학금 100만원-등록금
- 공사의 사업규모에 따라 장학금액 편차가 큰 편

- 연금공단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하는 장학금

농협 장학금 100-150만원
- 농협 조합원 자녀 대상 장학금 다수

- 지방 도시의 농협에서 주로 운영 중

가족(교직원) 장학금 등록금
- 학교 교직원 자녀 대상의 교내 장학금이 다수

- 등록금전액 등 금액이 큰 편

협회, 학회, 연합회
장학금

100-1,000만원
- 협회의 산업규모에 따라 장학금액 편차가 큰 편

- 학회 장학금은 숫자도 적고 금액도 크지 않음

조합 장학금 50-250만원
- 산림조합, 해운조합,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운영

- 주로 회원 및 자녀 등의 학비 지원

동문 장학금 100만원-등록금
- 학교총동문회, 특정학과동문회 등이 운영

- 특정학교, 특정학과 학생을 선발하는 장학금

종교기관 장학금 100만원-등록금

- 불교계 장학금은 많지 않음

- 기독교는 개별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다수

- 천주교는 가톨릭대학교의 등록금 장학금이 다수

5. 소속 기준 장학금 (Group)

공공기관, 농협, 가족, 협회, 조합, 동문, 종교기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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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대학,
대학원

의약
1,020만원,
등록금50%

한국전력공사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8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가치점프장학생 대학원 제한없음 250만원

서울교통공사 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학업우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적우수장학생, 유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주변지역장학생, 
충주댐주변지역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장학생
대학,
대학원

제한없음 12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학(특별장학생),
예천양수발전소주변지역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한국중부발전보령화력본부
일반장학금,
희망의빛(기초생활수급자)

대학 제한없음
90만원,
150만원

한국중부발전보령화력본부
보화장학금(성적우수자)
보화장학금(예체능특기자)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대학원진학장학금 대학원 제한없음 300만원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0-500만원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사회적배려대상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300만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드림장학금, 희망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KRA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
농식품인재장학금, 
수산후계장학생

대학 자연 250만원

KRA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KRX국민행복재단 KRA드림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우수장학생 대학 인문 150만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장학생(산업체장학생)
대학,
대학원

제한없음 700만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학업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장학사업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정부, 공공기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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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군산농협 조합원 및 조합원자녀 성적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구미농협 조합원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김제농협 조합원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대정농협 조합원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조천농협 조합원자녀대학생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청도농협 조합원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동대전농협 조합원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동해농협 조합원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20만원

문막농협 조합원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신김포농협 조합원자녀 대학교 신입생학자금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농협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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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경희대학교 경희가족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광운대학교 가족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울산대학교 가족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군산대학교 가족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세명대학교 가족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신라대학교 신라가족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우석대학교 한가족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목포대학교 교내장학금(가족)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국민대학교 가족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30%

동아대학교 가족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30%

[가족 장학금]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대한전기협회 장학금 대학 공학 등록금50%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장학생 대학원 공학 1,000만원

대한약사회 대학약사회장학금 대학 의약 200만원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특기장학생, 학업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500만원

한국환경교육협회 대학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장학생 대학 공학 100만원

대한토목학회 토목부문장학생, 교통부문장학생 대학원 공학 300만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생 대학원 공학 300만원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장학생(서울)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협회, 학회, 연합회 장학금]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강화군산림조합 조합원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정읍산림조합 늘푸른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회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50만원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80만원

경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가계곤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50만원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익활동가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학, 
대학원

제한없음 100만원

덕성여자대학교노동조합 노동조합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숭실대학교노동조합 직원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인하대학교노동조합 우수리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조합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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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연세동문장학회 연세동문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전액

대전대학교 동문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

상명대학교 교내장학금(동문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50%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회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50만원

부산대학교 총동문회장학회 부산대학교총동문회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50만원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동문장학생 대학 사회 200만원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동문장학생 대학 사회 100만원

숭실대학교사회복지총동문회 사회복지학부동문장학금 대학 사회 1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약학대학동창회 이화동문병원약사장학금 대학 의약 200만원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창회 동문회장학금 대학 의약 등록금

[동문 장학금]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장학생 대학원 인문(불교)
등록금전액,
생활비

승가원(사회복지법인) 복지실습장학생 대학원 인문(불교) 100만원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
교역자양성장학금, 
국내신학박사과정장학금

대학원 인문(신학) 200만원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
감독회장장학금, 
연회별교역자자녀장학

대학 인문(신학) 200만원

성림교회 대학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예향교회 일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휘경교회 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새문안교회 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덕수교회 장학금 대학원 제한없음 등록금

한국천주교주교회의평신도기금운영
위원회

명도회장학금(천주교) 대학원 제한없음 등록금

[종교기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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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 기준 장학금 (City)

특정 지역 (시도군구동 기준) 주민 대상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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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도군구동 및 지자체 설립 장학기관명

서울특별시 장학금 서울특별시청, 서울장학재단, 서울시강남구청, 서울시양천구청 등

부산광역시 장학금 부산광역시청, 부산시강서구청, 부산시남구장학회재단 등

대구광역시 장학금 대구광역시청, 동구교육발전장학회재단,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등

인천광역시 장학금 인천시부평구청, 인천인재육성재단, 계양구인재양성장학재단 등

광주광역시 장학금 광주시서구장학재단, 광주남구장학회, 광주시동구인재육성장학회 등

대전광역시 장학금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대전시서구인재육성장학재단 등

울산광역시 장학금 울산시울주군청, 울산시남구장학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재단 등

세종시 장학금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재단

경기도 장학금 수원시장학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등

강원도 장학금 강원도청, 강원도강릉시청, 강원도평창군청, 영월장학회재단 등

충청북도 장학금 보은군민장학회재단, 옥천군장학회재단, 충주시장학회재단 등

충청남도 장학금 공주시한마음장학회,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등

전라북도 장학금 전라북도남원시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무주군장학재단 등

전라남도 장학금 전남인재육성재단, 보성군장학재단,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등

경상북도 장학금 경상북도예천군청, 경상북도울릉군청,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재단 등

경상남도 장학금 경상남도거제시청, 경상남도창원시청,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등

제주도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단



운영기관명 장학금명 학위 전공 장학금액

부산광역시청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대구광역시청 일반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강원도청 탄광지역저소득층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400만원

경상북도청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경상남도청 근로자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경기도고양시청 저소득주민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경기도광주시청 저소득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경기도동두천시청 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350만원

이천시민장학회(이천시청) 우수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400만원

강원도강릉시청 자립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

강원도동해시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80만원

강원도삼척시청
특별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400만원

강원도속초시청
대학생(일반, 지역),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충청북도제천시청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충청북도청주시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충청북도충주시청 장애인및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등록금

전라북도남원시청 춘향인재장학생(보람, 희망, 우수) 대학 제한없음 100만원, 200만원

전라남도여수시청
저소득주민자녀일반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특별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만원, 50만원

경상남도거제시청 거제시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300만원

경상남도김해시청 공항소음대책지역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50만원

경상남도양산시청 이통장자녀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50만원

경상남도창원시청 근로자자녀장학생 대학 제한없음 200만원

경상남도통영시청 저소득청소년장학금 대학 제한없음 300만원

[지역연고, 시도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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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학 프로그램 개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학금

지급용도

용도별 장학금 분류

(Domestic)
등록금, 생활비, 학비보조금, 학업외활동비

특별 용도 장학금

(Overseas)
해외연수비, 유학비

특수 목적 장학금

(Employment)
산학 (채용연계)

장학생

선발조건

전공 기준 장학금

(Major/Field)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계열

실력 기준 장학금

(Merit)
성적우수, 특기, 예체능

아너 기준 장학금

(Honor)
유공/보훈, 효행/선행/봉사

니즈 기준 장학금

(Needs)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복지시설, 새터민/다문화

소속 기준 장학금

(Group)

- 공무관련: 정부/공공기관

- 사무관련: 농협, 가족, 협회/학회/연합회, 조합 등

- 기타: 동문, 종교 등

지역 기준 장학금

(City)

- 시청, 도청, 구청, 군청 등이 운영하는 지자체 장학금

- 지자체가 설립한 장학기관이 운영하는 지자체 장학금

장학금액 금액대별 장학금

- 소액 장학금, 고액 장학금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장학금 등

- 등록금 50%, 등록금전액 장학금 등

[장학금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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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필수 질문 내용

장학

내용

목적

(왜)

• 장학금을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순수 학자금 지원, 근로조건, 졸업시 채용 등

자격요건

(누구)

• 자격: 학생 선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성적우수, 소득연계, 특기역량, 소속집단, 지역연고 등

• 학위: 어떤 학위과정의 학생을 선발하나요?

- 대학(2-3년제), 대학(4년제), 석사, 박사, 박사후과정, 학위무관 등

• 학년: 몇 학년 학생을 선발하나요?

- 대학신입생, 대학1학년, 대학2학년, 학년무관 등

• 학교: 어느 학교의 학생을 선발하나요?

-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학교무관 등

• 전공: 어떤 전공계열/학과의 학생을 선발하나요?

-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전공무관 등

장학금용도

(무엇)

• 장학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등록금, 생활비, 학비보조금, 학업외활동비, 해외연수비, 유학비 등

장학금액

(얼마나)

• 장학금총액은 얼마인가요?

- 100만원, 1천만원, 1억원 등 실제 장학금으로 지급할 총액

• 1인당 장학금액은 얼마인가요?

- 10만원, 100만원, 학비전액 등

• 장학금은 얼마나 자주 지급되나요?

- 학기별, 월별, 연간 등

• 장학금 지급기간은 얼마 동안인가요?

- 1학기, 다학기, 1년, 다년, 졸업 시까지 등

운영

방법

선발절차

(어떻게)

• 선발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서류심사, 추천서, 면접, 평가시험, 신체검사 등

선발시기

(언제)

• 선발은 언제하나요?

- 학기초, 학기 중, 연중상시 등

• 선발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 1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등

[장학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필수 질문]

1. 신규 장학 프로그램 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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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조건별 운영비용 & 업무난이도 비교]

선발조건 선발 대상 예시 적합한 경우
운영
비용

업무
복잡성

추천
운영기관

특정학교 x 특정전공 서울대 공대 장학금
소규모, 소액장학금,
산학장학금

낮음 낮음 개인, 기업

다수학교 x 특정전공 전국 건축과 장학금
협회/학회 장학금, 
특기(예체능)장학금

높음 중간 기업, 기관

특정학교 x 전공무관 서울대 장학금
총동문회장학금,
학교발전기금장학금

중간 중간 개인, 기관

다수학교 x 전공무관 전국 대학 장학금
대규모, 고액장학금,  
지자체 장학금 등

높음 높음 기업, 기관

[학교범위와 전공범위에 따른 4대 선발 방식]

특정
학교

특정
전공

학교1

학교2

학교3

학교4

학교5

특정
전공

특정
학교

공학

인문
사회

의약

예체능

자연

공학

인문
사회

의약

예체능

자연

학교1

학교2

학교3

학교4

학교5

특정전공

전공무관

특정학교 다수학교

학교범위

전공범위

2. 장학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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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징 구분
(운영기관 관심사)

운영기관에게
추천하는 장학금 유형

장학 프로그램 내용

소액이지만 다수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면,

(1인장학금 10만원, 
총액 100만원으로
장학사업 시작) 

교재비/재료비 장학금
• 학기초에 장학생 선발하여 교재비/재료비
로 사용할 수 있는 10-20만원 지원

북클럽 장학금

• 학기 중, 방학 직전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10-20만원을 도서 구입비로 현금 지급하
거나, 책으로 현물 지급하는 장학금

• 책으로 현물 지급하는 경우, 독서클럽 모
임 기회 제공을 병행하면 좋음

국내외에서 다양한
현장 체험/연수기회
제공하고 싶다면, 

(국내외 활동 지원)

문화탐방비 장학금, 

학회참가비 장학금

• 교통(열차, 항공)/숙식비 10-20만원 지원

• 전국 각지에 있는 유적지/문화재/전시회/
박람회/음악회/학회 등에 참가/방문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체험 기회 제공

해외 문화탐방비 장학금,

해외 학회참가비 장학금

• 해외 항공료/숙식비를 100-300만원 지원

• 세계 각지에 있는 유적지/문화재/전시회/
박람회/음악회/학회 등에 참가/방문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글로벌 체험 기회 제공

해외에서 학업 관련
연수 기회 제공하고
싶다면,

(글로벌 학업 지원)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

• 항공료, 생활비 등 500-1,500만원 지원

•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학생의 글로벌체험
격차 해소에 기여

해외 어학연수 장학금
• 학비, 항공료 등 500-1,500만원 지원

•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데 기여

특정 집단 구성원에
게 학자금 지원 및
기회 제공을 하고
싶다면,1)

협회/학회/연합 장학금
• 회원 본인/자녀 혹은 관련 전공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종교인 장학금
•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인 양성에
특화된 학교의 재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특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면,2)

예체능/기능인 장학금
• 예체능, 기술 분야에서 훈련 중인 학생에
게 학자금 지원, 레슨비/실습비 등 제공

산학 장학금
• 특정 학교의 특정 전공 학생에게 졸업시
채용을 전제로 학자금 지원

※ 1), 2)의 경우, 장학금 용도에 따라 장학금액 책정 필요. 예를 들면, 예체능 장학금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면
예체능 등록금 장학금, 해외 음악회 참가를 지원한다면 예체능 해외 문화탐방비 장학금을 만들 수 있음.

[주제별 장학금 추천] “이럴 때 이런 장학금을 만들어 보세요!”

3. 주제별, 금액대별 장학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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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총액
(사업규모)

장학금 사용 지역
추천조건 및 운영상황

국내 해외

100-300만원

▷등록금

▷생활비

- 주거비 장학금

▷학비보조금

- 교재비 장학금

- 논문비 장학금

▷학업외활동비

- 문화탐방비 장학금

- 학회참가비 장학금

1. 1인당 장학금 10-20만원
정도의 소액 장학금 또는
1-2명만 선발하는 소형
장학금으로 운영 가능

2. 특정대학, 특정학과로 선
발범위가 제한

3. 100-300만원의 규모로
장학사업을 하고 싶은 개
인, 단체 등에게 추천

300-500만원

▷등록금

▷생활비

- 생활비 장학금

▷학비보조금

- 연구비 장학금

▷해외연수비

- 해외 방문/여행 장학금

- 해외 문화탐방비 장학금

- 해외 학회참가비 장학금

▷유학비

- 유학 생활비 장학금

- 유학 연구비 장학금

1. 1인당 장학금 100만원 규
모의 장학금

2. 국내외 학업활동에 필요
한 등록금, 생활비 뿐만
아니라 연구, 여행 등의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3. 개인, 중소기업, 비영리
기관 등에게 추천

500-1,000만원

▷등록금

- 등록금 전액 장학금

▷해외연수비

- 해외 어학연수 장학금

-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

▷유학비(1회)

- 유학비 등록금 장학금

- 유학 연구비 장학금

1. 1인당 장학금이 500만원
이상의 고액 장학금

2. 소수의 학생을 선발하여
금액대가 높은 해외연수
등의 기회 제공하는 경우

3. 기업, 기관 등에게 추천

2,000만원이상

▷산학 장학금

-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함한 전액 장학금

▷유학비(다년, 졸업까지)

- 유학비 전액(등록금, 생
활비 등) 장학금

▷연구비(Fellowship)

- 박사후과정 장학금

1. 1인당 1학기/1년 장학금
이 2,000만원 이상의 고
액 장학금

2. 특정조건의 학생을 선발
하여 1년 이상 지원

3. 대기업, 대형 장학재단, 
자산가에게 추천

[금액대별 장학금 추천] “이 정도 장학금액으로는 이런 장학금을 만들어 보세요!”

※ 상기 장학금규모와 사용 지역은 기존 장학금 내용 분석을 통해 금액과 용도를 고려 추천조건과 상황 기술.
장학금 운영기관은 장학금 목적, 장학금규모, 용도 등에 맞춰서 장학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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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1인 장학금)

용도 사용처 신규 장학금 예시
지원
기간

추천
기관

장학금
총액

(사업규모)

10-100만원 학비보조금
교재비, 
재료비 등

북클럽 장학금,
교재비 장학금,
재료비 장학금

단기, 
1회성

개인, 
기관

100만원~

10-100만원
학업외활동비
(국내)

교통비, 
숙박비 등

문화탐방비장학금, 
학회참가비장학금

단기,
1회성

개인,
기관

100만원~

20-100만원
생활비
(월별 지급)

주거비, 
기숙사비
등

주거비 장학금
장기, 
다회성
(월)

개인, 
기관

100만원~

50-500만원
등록금, 
생활비(학기),
연구비 등

등록금,
생활비,
연구비

등록금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연구비 장학금

단기/
장기

개인, 
기업, 
기관

100만원~

100만원-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장학금
단기/
장기

개인, 
기업, 
기관

100만원~

300-500만원
해외연수비
(1주), 유학비

탐방비, 
숙식비,
여행비 등

해외 방문 장학금,
해외 학회 장학금
항공료 장학금

단기, 
1회성

개인,  
기관

300만원~

500-700만원
해외연수비
(4주), 유학비

항공료, 
숙식비,
연구비 등

해외 인턴 장학금, 
해외 문화탐방/ 
자유여행 장학금

단기, 
1회성

기업, 
기관

500만원~

700-1,000만원
해외연수비, 
유학비

학비, 
항공료, 
숙식비 등

어학연수 장학금
단기, 
1회성

기업, 
기관

700만원~

1,000-2,000만원
해외연수비,
유학비

해외생활비, 
보조금, 항
공료 등

교환학생 장학금
단기,
1회성

기업, 
기관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유학비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

해외 연구 장학금, 
해외 활동 장학금

장기, 
다학기

기업,
기관

2,000만원~

2,000-3,000만원
(학비 전액)

전문인력교육
비 (특수 목적)

등록금, 
생활비, 
보조금 등

산학 장학금,
종교인 장학금, 
예체능 장학금,
기능인 장학금 등

장기, 
다학기

기업,
기관

2,000만원~

※ 1회 장학금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기관을 통한 운영이 바람직.

기관에는 사단/재단법인 등의 비영리조직, 단체를 포함. 정부/공공기관/지자체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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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십커먼즈 특징
스칼라십커먼즈는 특허받은 장학금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 장학금 관리 솔루션입니다. 

온라인으로 장학금 운영기관, 학생, 추천인, 심사위원을 연결하고, 장학업무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학정보 디지털화

장학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웹상에서
장학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장학 프로세스

장학금 운영자와 학생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간편한 장학업무 기능

빠르고 간편하게 장학금을 게시하고
신청 및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 네트워킹

장학금 관련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클라우드 저장

장학업무 데이터가 저장되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및 표준화된 장학정보로
빅데이터 분석이 용이합니다.

학생

장학금신청

민간기업 A 장학재단 B 비영리기관 C 개인,
자산가

A1 장학
프로그램

A2 장학
프로그램

B1 장학
프로그램

B2 장학
프로그램

C1 장학
프로그램

C2 장학
프로그램

D1 장학
프로그램

장학금 운영기관 장학생 선발 진행

추천인심사위원

장학금 관리 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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