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TAR장학금(Ⅰ.Ⅱ) 선발기준 및 의무사항> 

구분 INSTAR장학금(Ⅰ) INSTAR장학금(Ⅱ)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100%)

지원자격

 [공통사항] 대학원 학과의 희망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전일제(Full-Time) 신입생

            (지도교수 1인당 추천학생 1명)

 [선발기준 2순위 관련] BK연구단의 참여교수 수가 연구단 배정 T/O보다 적은 경우, 

                      지도교수별 추천 가능 인원을 교수 1인당 최대 2명으로 확대

ㆍ석사 및 통합과정 : 학부 평점평균 3.00 이상

ㆍ박사과정 : 학부 및 석사 평점평균 3.50 이상
ㆍ박사과정 : 학부 및 석사 평점평균 3.50 이상

지급기간

ㆍ석사 4차, 박사 4차, 통합 4차 학기까지

 ※ 통합과정 5차 진입시 장학금

    추가 신청 가능(인하비전 등)

ㆍ박사 4차 학기까지

의무사항

ㆍ석사 및 통합과정 : 학비장학금 100% 석사과정 

의무사항 준용

 ※ 통합과정은 장학의무사항 미준수할 경우, 5차 

진입시 장학금 추가 신청 불가  (인하비전 등)

ㆍ박사과정 : 인하비전장학금 의무사항 준용

ㆍTA/LA 2개 학기(1, 2차 학기 근무 원칙) 의무 

부과

ㆍ인하비전장학금(박사) 장학생 의무사항 준용

ㆍRA 의무 (TA/LA 이중수혜 불가)

지급제한

 [공통사항]

ㆍ1차 학기에 휴학(입대휴학 제외)할 경우 수혜자격 상실

ㆍ취업할 경우(Part-time) 수혜자격 상실

ㆍ전과할 경우 수혜자격 상실 및 기수혜장학금 환수(폐지, 신설 제외)

ㆍTA/LA 및 장학의무 불이행 후 졸업 희망시 장학금 환수

ㆍ석사 및 통합과정 평점평균 3.50미만 / 

  박사과정 평점평균 3.75 미만 
  장학수혜자격 정지

ㆍ재학 중 연구과제 미 참여시 수혜 장학금 정지

ㆍ평점평균 3.75 미만 장학수혜자격 정지



INSTAR장학생(Ⅰ) 지원서

지

원

자

성명 생년월일

입학학기    학년도  학기 수험번호

지원학과                            학과                                 전공

학
적
사
항

 학부과정         대학교                      학과  졸업 성적      /4.5만점

 석사과정   대학교              학과(졸업/졸업예정) 성적     /4.5만점

연 락 처   (자택 또는 휴대폰) :                         

지원자격
 - 석사 및 통합과정 지원자 : 학부 평점평균 3.00/4.50 이상

 - 박사과정 지원자 : [(학부+석사)÷2] 평점평균 3.50/4.50 이상 

지원내용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장학금 지급기간 : 석사, 박사, 통합 4차 학기까지

   ※ 통합 5차 진입시 인하비전장학금 추가 신청 가능

의무사항

 - 석사 및 통합과정 : 학비장학금 100% 석사과정 의무사항 준수

   ※ 통합과정 장학의무사항 미준수할 경우, 통합 5차 진입시 인하비전장학금 추가 신청 불가

 - 박사과정 : 인하비전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 LA/TA 2개 학기(1, 2차 학기 근무 원칙) 의무 

지급제한 

 - 1차 학기에 휴학(입대휴학 제외)할 경우 수혜자격 상실
 - 취업(Part-time)할 경우 수혜자격 상실
 - 전과할 경우 수혜자격 상실 및 기 수혜 장학금 환수(학과 폐지, 신설 제외)
 - TA/LA 2개 학기 의무 불이행 후 졸업 희망시 장학금 환수
 - 재학 중 평점평균 석사 3.50/ 박사 3.75 미만일 경우 수혜자격 정지
 - 장학생 의무사항 미준수할 경우 수혜자격 정지

상기인은 INSTAR장학생(Ⅰ)의 지원자격, 지원내용, 의무사항, 지급제한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지도교수 :                

   인하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INSTAR장학생(Ⅱ) 지원서

지

원

자

성명 생년월일

입학학기    학년도   학기 수험번호

지원학과                            학과                                 전공

학
적
사
항

 학부과정         대학교                      학과  졸업 성적      /4.5만점

 석사과정   대학교              학과(졸업/졸업예정) 성적     /4.5만점

연 락 처   (자택 또는 휴대폰) :                         

지원자격  - 박사과정 지원자 : [(학부+석사)÷2] 평점평균 3.50/4.50 이상 

지원내용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장학금 지급기간 : 박사 4차 학기까지

의무사항

 - 인하비전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 의무사항 미준수 학생이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 RA 의무(LA, TA 이중수혜 불가)

지급제한 

 - 1차 학기에 휴학(입대휴학 제외)할 경우 수혜자격 상실

 - 취업(Part-time)할 경우 수혜자격 상실

 - 전과할 경우 수혜자격 상실 및 기 수혜 장학금 환수(학과 폐지, 신설 제외)

 - 재학 중 평점평균 박사 3.75 미만일 경우 수혜자격 정지

 - 재학 중 연구과제 미 참여시 수혜자격 정지

 - 장학생 의무사항 미준수할 경우 수혜자격 정지

상기인은 INSTAR장학생(Ⅱ)의 지원자격, 지원내용, 의무사항, 지급제한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지도교수 :                

   인하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