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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deu 포인트장학포인트장학 안내안내

포인트장학금이란포인트장학금이란?
학교 내 교육과정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얻게 되는 포인트가 장학금과 연계되어 점수가 높은 상위
권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1. 대상자 : 재학생 (2012학번 이후 입학자)

2. 취득기간 : 1학기(겨울박학+1학기) / 2학기(여름방학+2학기)

3. 포인트종류 : 인성함양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4. 신청일자 : 총2회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기간 안내

5. 신청방법 : SALT(통합성과관리시스템) 접속 후 신청(아래 매뉴얼 참조)

가. 매뉴얼 참조 메뉴얼 바로가기

6. 제출서류 : 포인트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 
(주의사항) -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저장 
　　　　　-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 포인트 여부 확인

7. 선발방식 : 학년별 포인트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 (예산범위내에서 인원변동)

8. 선발절차 :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STIS2.0) → 담당부서 포인트 수합 및 검증, 이의확인(교수학 습지
원센터) → 학년별 포인트 성적 상위자 선발(학사운영팀) → 장학금지급

9. 기타 
가.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나. 포인트 50점 미만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다. 포인트 점수는 학기별로 산정하며, 이월되지 않음 
라. 타 장학금 이중수혜가능(등록금 범위제한 없음) 
마. 일정 및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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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행정부서 학과학과

건강지원센터 260-5162 간호학과 260-5651

교목실 260-5008 경찰행정과 260-5571

교수학습지원센터 260-5075 국방기술의무계열 260-5691

국제교류교육센터 260-5083 물리치료과 26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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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260-5062 반려동물과 260-5581

산학협력단 260-5254 방사선과 260-5521

입학학생처[학생담당] 260-5599 보건행정과 260-5621

학사운영처[장학담당] 260-5095 뷰티디자인과 260-5602

학사운영처[교과,수업] 260-5039 사회복지심리상담과 260-5601

장애학생지원센터 260-5162 스마트전기에너지과 260-5542

취업창업지원센터 260-5036 안경광학과 260-5579

학생생활연구소 260-5088 유아교육과 260-5551

대학혁신지원단 260-5017 응급구조과 260-5661

제철산업계열 260-5541

호텔외식경영계열 26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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