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정보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지급액 추천자

교육
조교

장학금

1종: 우리 대학교 행정부서 및 소속 학부
(과)에서 강의 및 실험실습보조, 교육용 기
자재 관리, 학생생활지도 등 제반 보조업무
를 수행하는 자
2종: 전임교수의 연구 및 강의보조 또는 행
정부서의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자  

1종: 등록금 100%
2종: 등록금 50%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직원
장학금

1종
1.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자녀
2.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 
3. 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학
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기관으로 전출한 교
직원 본인 및 그 직계자녀
4.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
직(파면 및 해임 제외) 또는 면직한 교직원
의 직계 자녀
5.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2종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와 수익
사업체 및 명지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
학교 교회, 배움의 교회 재직자와 직계자녀
다만, 1종 또는 2종의 대상자는 직전학기성
적이 평균평점 3.0이상이어야 한다. 

1종: 등록금 100%

2종: 등록금 50%

대학원장

외국인
장학금

1.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
생
2.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학
생
다만, 위의 각 대상자는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5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한다. 

1종: 등록금 100%
2종: 등록금 50%
3종: 등록금 30%

학과
주임교수 

또는 
대학원장

총장특별
장학금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 
1종: 등록금 100%
2종: 등록금 50%
3종: 등록금 40%

대학원장

대학원장
특별

우리 대학교 또는 대학원 발전 및 학생활동
에 기여한 공이 크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1종: 등록금 60%
2종: 등록금 30%

대학원장



*총장특별장학금 1종 및 교직원장학금 1종은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교육조교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대학원장특별장학금, 동종장학금은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
계곤란자를 우선 선발하여 지급한다. 

장학금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종: 등록금 20%

현직교사
및

공무원

초, 중, 고등학교 현직교사 또는 공무원(정
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직원, 
군인 포함)인 자

등록금 20%
(단, 교육대학원은 
등록금 50%)

대학원장

동 문
장학금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 등록금 20% 대학원장

동 종
장학금

학과와 관련 있는 동일 업종 종사자로 현직
에 재직하고 있는 자. 다만, 직전 학기 성적
이 평균 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금 20% 대학원장

학군제휴
장학금

학군협약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현역군인

등록금 50% 대학원장

멘토
장학금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학습지도를 수행
하는 자 

해당부서 기준에 따
름

해당부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