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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진학정보 찾기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나의 학업 성적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해당 진로로 가기 위한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합니다. 

●   각 시·도별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대학 정보 검색 및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역 기관명 홈페이지

공통
대입정보포털 www.adiga.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www.jinhak.or.kr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 http://dream.pen.go.kr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 http://jinhak.dge.go.kr

인천 진로진학지원센터 http://jinhak.ice.go.kr

광주 진로진학정보센터 http://jinhak.gen.go.kr

대전 진로진학지원센터 www.edurang.net/main.do?s=course

울산 진학정보센터 http://jinhak.use.go.kr

세종 진로진학정보센터 https://sjcc.sje.go.kr

경기 진학정보센터 http://jinhak.goedu.kr

강원 진로교육원 http://jinro.gwe.go.kr

충북 진로교육원 http://jinro.cbe.go.kr

충남 진로교육센터 http://career.edus.or.kr

전북 진로진학센터 https://www.jbe.go.kr/jinro

전남 진로진학지원포털 https://jdream.jne.go.kr/

경북 진학지원센터 http://jinhak.gbe.kr

경남 대입정보센터 http://jinhak.gne.go.kr

제주 진로진학지원센터 https://jinhak.jje.go.kr/

진로정보 성적분석대학·학과·전형 대입상담



●   나의 성적 분석을 통해 희망 진로와 성적에 맞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학설계 방법으로 대입을 준비합니다.

진학설계 단계별 점검사항

1 전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를 통하여 모집인원이 1명이라도 있는 전형을 파악한다.

2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만을 추출한다. 

3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와 최저기준이 있는 경우 통과 가능성을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전형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5 전형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6 지난해 입시 결과와 대비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아본다.

7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도 합격자의 범위 속에 자신의 내신 성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8 전형 간 복수지원 허용 범위를 알아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9
지원을 할지, 아니면 다른 대학을 더 알아볼지 등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수시 6회 지원 대학과 

정시 군별 지원 목표 대학을 미리 정하여 지원 전략을 설계한다. 

●   기타 진로진학 정보 제공 사이트

기관명 내용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www.neis.go.kr

전국 1만여 학교,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있으며,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 교육제증명 발급 가능

진학사

www.jinhak.com
대학교 수시, 정시, 대학 학과 정보, 원서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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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02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Ⅰ유형과 국가가 대학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학교의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I 유형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고, 

II유형은 대학에서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합니다.

●   소득 분위별, 학교별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유리한 유형으로 선택하 지원해야 합니다.

자립선배 Tip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 외 각 학교 장학금 사이트를 참고해 외부 장학금도 적극 이용해 보세요. 

또한 대학 선택 시 해당 대학의 장학금 지급 여부도 사전에 체크하면 좋습니다. 

또한, 대학진학을 희망한다면 등록금이 비싸도 수급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으로 모두 지급이 

되니 사립대학 진학을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립대학의 경우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일지라도 근로장학, 장학금 등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에서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 된 학생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C학점 경고제 : 1~3분위는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미만 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중복

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불가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수혜

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

(타 대학 및 동일한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

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지원

금액

▶   소득 분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Ⅰ유형 : 소득 분위에 따라 학기별 최대 260만원 까지 지원

▶ Ⅱ유형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되기도 함.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지원

절차

문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

Tip 이중(중복)지원 제한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인 

A라는 학생이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받았다면 17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만큼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대출 또는 근로장학금,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 등은 이중지원 예외사항이므로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심사소득정보확인 장학금지급선발

진   학



기타 공공·민간 장학금 

●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 대학생 중 미술 전공자

      ※ 복학 예정인 휴학생, 편입 학생 지원 가능(신입생 지원 불가)

      ※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연간 총 400만원(교육비 300만원, 학업생활보조비 100만원) 지원

▶ 해외 단기어학연수 지원

▶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선발인원 매년 총 60명 내외

신청기간 매년 10월~11월 경

문의 아름다운재단(☎02-6930-4548), www.beautifulfund.org

●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금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에서 성장한 청소년으로 당해연도 입학예정인 신입생

▶   저소득층 가정(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당해연도 입학예정인 신입생

      ※ 타기관의 후원 또는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장학생 우선 지원

지원내용
▶ 대학입학부터 졸업시(8학기)까지 장학금 지원(학기당 200만원)
      ※   단, 1학년 1학기에는 선발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후 학기별로 심사를 거쳐 학기평균 3.0점(4.5만점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함.

선발인원 매년 총 20명 내외

신청기간 매년 1월 경

문의 교보교육재단(☎02-925-8925), www.kbedu.or.kr



Tip 지자체 및 공공·민간 장학금
국가장학금 외에도 지자체 및 공공·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길 권장합니다.

진   학

●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KOSAF기부펀드 유형Ⅰ)

지원대상

▶ 가정 외 보호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중인자  

▶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이하인 자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어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졸업 학기자 제외)

지원내용 2개 학기 지원(학기당 200만원)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선발인원 총 40명 내외

신청기간 매년 7월 경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https://www.kosaf.go.kr/

●    민간 장학재단

장학재단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삼성꿈장학재단 02-727-5400 http://www.sdream.or.kr

KT&G장학재단 02-3404-4559 https://scholarship.ktngtogether.com/

미래에셋박현주재단 02-3774-7465 http://foundation.miraeasset.com

STX장학재단 02-2271-9351 http://www.stxfoundation.or.kr

교보교육재단 02-925-8925 http://www.kbedu.or.kr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http://www.hsf.or.kr

신한장학재단 02-6360-3137 http://www.shsf.or.kr

서울장학재단 02-725-2257 http://www.hissf.or.kr

우양재단 02-324-0455 http://wooyang.org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02-595-6810 http://www.kosffl.or.kr

DB김준기문화재단 02-3011-5543 www.dbfoundation.or.kr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http://www.beautifulfund.org



●   교내장학금은 국가 지원 또는 자체 재원으로 대학별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장학금으로 입학장학금,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이 있습니다.

●   그 중 국가근로장학금은 재학 중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지원

유형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

▶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봉사)

교외근로
▶ 일반교외근로

▶ 취업연계유형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지원

금액

▶ 시 급 : 교내 9,000원

                교외 11,150 *2021.10.기준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완료

증빙서류

제출

신청결과

확인

문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

Tip 대학(학부) 홈페이지 및 새내기 가이드를 참고하여 장학금의 종류와 지원 범위 등을 파악한 후 소속 

과사무실에 찾아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03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일반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 학자금 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

신청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으로 대한민국 국민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 1~8구간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졸업학년 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적용 제외 

대출 한도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계좌로 지급

▶ 최소 대출금액 :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생활비대출 이자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최소 대출금액 : 10만원 이상

▶ 2021년 2학기 기준 1.70%(변동금리)

상환방법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대출기간 ▶   대출 취급 후,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시까지

학자금 대출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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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전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이 일반대출보다는 대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기는 해도 결국 ‘빚’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금융거래가 규제될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은 반드시 제 

때에 갚아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성적이나 기타 사유로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대출 및 제3금융권 대출을 

유도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비해 제3금융권 대출 및 개인 대출은 이자가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항상 최후의 선택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유출, 명의를 도용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불법사기 대출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신분증, 예금통장, 공인인증서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본인 신용 및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구분(제한 범위) 학교명

일반대학

(9교)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7개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학

(9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7개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참고
사항

주의
사항



저는 스물셋에 대학교 1학년 새내기였답니다. 저희 학번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냐고 

물으시면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저는 직장경력 3년을 채워야 진학할 수 있는 특성화고 

졸업 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재학생 평균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지만 경제 관념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한 상태로 많이 방황했고, 자립 초기에 정보나 지원제도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자립’에 점수를 준다면 50점을 주고 싶어요. 

대학교는 전공에 대한 지식과 학위를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본격적인 자립 전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을 다니면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원제도의 우선권과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추가로 초기자금을 모으고 다양한 대외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그리고 방학이 되면 계절학기도 좋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업무 감각과 사회생활을 느껴볼 겁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훌륭한 멘토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저는 멘토 두 명을 만났답니다.)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게 될 텐데, 대학생으로서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 9기(남, 직장인/대학생)

자립 선배 수기 

진   학

Tip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 후 산업체(창업·자영업 포함)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입학 전형으로, 대학별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자격을 확인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