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학기 장학금 수혜 내규>
u 학교와 건축대학의 장학금 원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학교 장학금 내규  
1.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2.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한국 장학 재단)
3. 봉사활동 시간 미정 (학교 장학팀에서 공지되면 추후 업데이트) 

★ 건축대학 장학금 내규

<건축학 전공>

- 1학년 전공필수 1과목 + 전공선택 2과목 ⇨ 총 3과목

건축설계(2) + 미술실기(2) + 구조의 이해 ⇨ 총 3과목

- 2학년 전공필수 4과목

건축설계(4) + 구조역학(2) + 세계건축사(2) +디지털디자인(2) ⇨ 총 4과목

- 3학년 전공필수 3과목 + 전공선택 1과목 ⇨ 총 4과목 이상

건축설계(6) + 도시계획 + 건축환경계획(2) + (강구조설계 or 건축공간론)

- 4학년 전공필수 3과목 + 전공 선택 1과목 ⇨ 총 4과목 이상

(5년제) 건축설계 (8) + 건축법과 제도 + 환경 친화 건축 + (도시설계, 건설경영, 건축이론 중 1과목)

<실내건축학 전공>
    해당 학기 각 학년에 개설되는 전공 필수 및 전공 선택과목 이수 시 내규 충족함

- 1학년 전공 필수 1과목 + 전공 선택 2과목 ⇨ 총 3과목

건축설계 (2) + 미술실기(2) + 구조의 이해 ⇨ 총 3과목

- 2학년 전공 필수 2과목 + 전공 선택 2과목 ⇨ 총 4과목

- 3학년 전공 필수 2과목 + 전공 선택 1과목 ⇨ 총 3과목

(단, 실내건축학 전공 3학년은 2016년도 교과과정 개편사항으로 인해, 2015-1학기 이전에 현대 실내 건축 과
목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전공 필수 1과목 <실내건축설계4>만 이수하여도 내규 충족함)

* 휴먼팩터스 과목은 10학번까지의 학생에 한하여 전공 선택 1과목으로 대체 인정함.

* 역학기 복학인 경우, 설계 과목의 순서는 상관없이 이수 가능하나, 학년 간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함.
ex) 2학년까지 이수한 후, 한 학기 휴학한 경우 : 실내 건축 설계(4) 이수한 다음 실내건축(3)을 이수한다. (o)
ex) 3학년 과목인 실내 건축 설계(3)을 이수한 후, 실내 건축설계(2)를 이수한다. (x)

*4년제 4학년 및 5년제  5학년의 경우 졸업대상자이므로 장학금 수혜 내규에서 제외시킴.

< 뒷면에 계속→ >



* 아래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기준이 됨.
ex) 역학기 복학으로 학교 전산 상 4학년 학생이지만 3학년 1학기를 처음 수강해야하는 경우에는 학교 전산상의 
학년과는 상관없이 수강하는 학년, 학기에 맞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ex) 전공과목 중 재수강 1과목 (교양 재수강은 관계 없음)

* 아래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 = 자격미달
ex) 4학년 학생이 4학년 설계 + 4학년 전공 0~2과목 + 타학년 전공과목 ⇨ 총 4과목
ex) 역학기 복학으로 학교 전산 상 4학년인 학생이 다른 학년의 설계 + 4학년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ex) 전공과목 중 재수강 하는 과목이 2과목 이상

* 장학금 우선 순위
1. 전체 평점이 높은 자.
2. 이수학점이 높은 자. 
3. 봉사시간이 많은 자.

* 편입생의 경우 인정받은 전공이 장학금 내규 과목에 포함될 경우 다른 학년 선택 과목을 수강하여 과목 수를 
맞추면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