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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단법인 OK 배∙정 장학재단의 ‘제9기 OK배정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해 드립니다.
장학처 담당자께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교내 온라인, 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 및 게시를
요청 드립니다.

3.

문의사항은 장학재단 사무국(02-3704-9753,9724)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제9기 OK배∙정장학생 (대학·대학원생)선발안내>

1. 장학금 소개

OK배∙정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등록금은 해결하였으나,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전념이 어려운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月 최대 200만원의 생활비를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2. 장학혜택
① 장학금 (月 75만원 ~ 200만원 지급)
② 年 1~2회 규모 장학생 국내∙외 연수 및 교육

3. 선발대상
[공통] 1. 2022-1학기 등록금을 전액 교내·외 장학금으로 해결한 학생
※ 대학원생은 2022년 1월~6월 연구비, 조교비, 교내외 연구실근로비를 장학금으로 인정

2. 2022-2학기를 포함하여 정규학기가 2학기 이상 남은 학생
3. 2022-2학기 휴학하지 않는 학생

[학

부]

1. 현재 재학중인 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성적 보유자
※ 22-1학기 입학자 및 22-2학기 입학 예정자 지원 不
※ 편입생의 경우, 편입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성적 증명

2. 현재과정(학부) 전체평점 4.0/4.5(3.7/4.3) 이상
3.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석사/석박통합]
1. 현재 재학중인 과정(석사/석박통합)에서 1개 학기 이상 성적 보유자
※ 22-1학기 입학자 지원가능 / 22-2학기 입학예정자 지원 不

2. 현재과정(석사/석박통합) 및 직전과정(학부) 전체평점 각각 4.0/4.5(3.7/4.3) 이상
3.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소득 합산 1.2억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모두 석박사통합과정 기준을 따름
[박

사]

1. 2022-1학기에 박사과정 재학 및 2022-2학기 입학예정자
2. 현재과정(박사) 및 직전과정(석사) 전체평점 각각 4.0/4.5(3.7/4.3) 이상
※ 22-2학기 입학예정자 : 석사 및 학부 각각 전체평점으로 성적기준 충족 4.0/4.5(3.7/4.3) 이상

3.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소득 합산 1.2억 이하인 학생

4. 접수방법
- OK 배·정 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수(www.okscholarship.or.kr)

5. 선발방법 및 일정
① 지원서 접수 : 2022년 06월 27일(월) ~ 07월 18일(월) 16:00까지
② 서류합격자 발표 : 7월 27일(수)
③ 2차 서류 제출 : 7월 27일(수) ~ 7월 28일(목)
④ 면접 일정 : 8월 8일(월) ~ 8월 10일(수) 예정
⑤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12일(금)
⑥ 장학증서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 8월 19일(금) ~ 8월 20일(토) 예정
※ 상기 일정은 사무국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장학증서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최종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및 지원 관련 상세 내용은 OK 배∙정 장학재단 홈페이지(www.okscholarship.or.kr)
[장학신청] - [선발공고] 탭에서 확인 바랍니다.

(재)OK 배∙정 장학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