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대회 입상자 장학금 수혜 배점 기준표[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 경시대회 입상자 대상]

IT ․ 디자인학과, 향장미용학과, 호텔조리학과
학

지급기준
(대회 입상 실적)

과

지급액

국제대회 본상이내
IT디자인 ‣디자인 문화대전
학과

학과 지정 대회 특선이상

1,000,000원

국제대회 3위 이내/
‣전국 월드 네일대회

미용학과 ‣아트페어
‣전국 미용경연대회
‣전국 조리기능 경기대회
‣한국지방자치단체조리경기대회
호텔조리 ‣한국조리사 협회
학과

수업료전액

국가미용사자격증소지자

수상실적확인서 첨부(1부)

수업료

학과 지정 대회 1위

․ 관련대회 상장(1부)

2,000,000원
수업료

학과 지정 대회 2위,3위
국제대회 3위 이내
전국 기능경기대회 1위

1,000,000원
수업료전액
수업료

학과지정 조리대회 1위

2,000,000원

‣조리 기능경기 대회
‣특급호텔 자체 조리 기능

비 고

2,000,000원
수업료

학과 지정 대회입선이내

향장

장학기간

수업료전액
수업료

‣디자인 대전

‣전국미용기능대회

장학범위

해당자 전원

1학기

․ 이 중 장학금 지급불가
․ 최근 3년(36개월) 기록으로
한다.

수업료

학과지정 조리대회 2위,3위

1,000,000원

경기대회

스포츠레저학과
지급기준

등급 및 지급액

장학
범위

장학기간

비고

․ 전국 단위 대회의 단체(경기출전자)
개인 1위 입상자

․ 경기실적 증명서 첨부(2부)

한국 프로골프협회 PGA 프로 자격 소지자

1등급

수업료전액

․ 프로자격증사본(2부)

(대한 체육회 등록, 전국 단위 대회) 1부(1조) 리그)

․ 단체경기출전증명서첨부(2부)

․ 국가 상비군 이상 출신자
․ 전국 단위 대회의 단체(경기출전자), 개인2위입상자
(대한 체육회 등록, 전국 단위 대회 1부(1조) 리그)
․ 프로 자격증 소지자
․ 전국 단위대회의단체(경기출전자), 개인 3위 진출자
(대한 체육회 등록, 전국 단위 대회 1부(1조) 리그)

해당자 전원
2등급

수업료 2,000,000원

3등급

수업료 1,000,000원

1학기

․ 최근 3년(36개월) 기록으로 한다.
․ 이 중 장학금 지급불가
․ 단, 단체는 5명 이내
․ 시체육회 지원종목은 장학기간 1년

무도경호학과
지급기준

지급액

장학범위

장학기간

비고

․전국단위 대회의 단체(경기출전자), 개인 1위 입상자(대학
체육회등록, 전국단위대회-1부(1조)리그)

수업료전액

․국가 상비군 이상 출신자
․전국 단위 대회의 단체(경기출전자), 개인 2위 입상자(대
학체육회등록,전국단위대회-1부(1조)리그)

수업료 2,000,000원

․2조개인 1위(대학체육회등록, 대학연맹대회)
․전국 단위 대회의 단체(경기출전자), 개인 3위 입상자

해당자

(대학체육회등록, 전국단위대회)

전원

․2조개인 2위
(대학체육회등록, 대학연맹대회)
․2조개인 3위
(대학체육회등록, 대학연맹대회)
․3조개인 1,2,3위
(대학체육회등록, 대학연맹대회)

․ 단체경기출전증명서첨부(2부)
․ 경기실적증명서첨부(2부)
1학기

․ 이중 장학금 지급불가
․ 최근 3년(36개월) 기록으로 한다.
․ 단, 단체는 5명 이내

수업료 1,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