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신대학교 장흑발 지원 프로그램 

* ** *** 
드록그 장학금수혀짜격등은 교내장학금흥복시 

입학금 +수업료 장학규정 또는 장학지침에 의함 학생에게 유리한장학금를 지읍함 

01 우수인재햄금 

우수인재장학금A형 

우수인재장학금 B형 

*국가장학금신청필수 

02. 면학향맙 
구분 S액뱅칭 

수능우수짧펌A* 

수능우수짧t금B * 
-
수능우수짧펌C 

일반 
수능우수짧펌D 

학과 

학생부우수짧t금A* 

학생부우수짧t금B 

학생부우수g획금C 

입학우수행펌A* 

입학우수행펌B 
의료 

보건 

계열 

학과 
입학우수짧넘C 

·수시모집 일E벡과 최초합격자 입학시 둥록금 전액 지급 

·수시모집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최초합격자 입학시 1 0C멘원 지급 

※ 효빽여!과제외 

·수λl모집 일뺏과 충원합격자 입학시 1 00맨 지급 

※ 효빽여!과， 죠밸학과， 물리치료학과제외 

수혜자격 

자급액 I 수능성적 E영과목 : 국어·수학·영어·탐귀2과목 땅균) 
~영역의땅균등급 ] 

8학기둥록금전액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3.75등급 이내인 자 

4학기등록금전액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4.25등급 이내인 자 

입학시등록금전액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4.50등급 이내인 자 

입학시등록금 50%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5.00등급 이내인 자 

2학기둥록금전액 학생부 반영과목 성적의 평균OI1 .0(등급인 자 

입학시등록금전액 학생부 반영과목 성적의 평균이 2.00등급 이내인 자 

입학시등록금 50% 학생부 반영과목 성적의 평균이 3.00등급 이내인 자 

한의예과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1 .00등급인 자 

2학기둥록금전액 간호학과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3.00등급 이내인 자 
.......... ‘ ". ".‘ .......... . ............... “ 

물리치료흥따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3.75등급 이내인 자 

간호학과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3.25등급 이내인 자 
입학시등록금챈# 

물리치료흥따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4.00등급 이내인 자 

간호학과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3.50등급 이내인 자 
입학시등록금 70% 

물리치료효빠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4.25등급 이내인 자 

간호학과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3.75등급 이내인 자 

......... 

입학우수장흥넘D 입학시등륙금 50% ....... " .. ‘ .......... ............. ..... , .......... “ ....•.••... , .................... ‘ ............. .. “ .... ........••.•....•.. ‘ ............. .. 
물리치료흥파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4.50등급 이내인 자 

간호학과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4.00등급 이내인 자 
입학우수행펌E 입학시등록금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리치료흥빠 수능 평균등급 성적이 4.75등급 이내인 자 

대학 단대수석 * 1 년간(2학기) 등륙금 전액 정시 합격자중 단대별 성적이 가장우수한자 

전체 DS짧금 입학시 5멘원 ~둥록금전액 우리 대학교투게더형 인재상에 적합한자 

1. 일반학과 : 의료보건계열학과(한의예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를제외한전체 흥파 

2. ‘* 표시는 재학중 계속지급 대상자 성적기준 적용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로 과략(티이 없으며， 평균평점이 2.75 이상 

3. 수능우수g빡금B(4학기〉는 1학년. 3학년에 지킹둥록금 고지서 감면) 

4. 수능우수짧금과 확생부우수행t금은중복지급행| 않으며， 학생에게 유리한짧금을 지급함 

08 2022학년도 동신대학괴 수시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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