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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GKS 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생 모집 공고

1. 목적

◦ 우수 자비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지속적 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 

2. 선발 인원 : 250명 

3. 대학별 추천인원 : 30명까지만 추천 가능

※대학별선발장학생의편중을완화하기위해추천인원제한 

4. 장학금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 내용 : 500만원(월 50만원)

◦ 장학금 수혜 기간 : 2021. 3. ~ 2021. 12. (10개월)

◦ 장학금 지급 방법

-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연간 2회(학기별 1회) 각 대학에 지급

- 각 대학은 해당 장학생에게 매월 말 장학금 지급

5. 지원 자격

◦ 지원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함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1-19호

2021년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 모집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2021년 GKS 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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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존 2회 우수자비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

  ① 신청 학년도 3월 기준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학부 과정에 재학 

중으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 자비유학생

- 휴학 중이거나 휴학 예정인 자, 초과학기 포함 2학기 이수 잔여자,
교환학생이나 해외파견 예정자, 조기 졸업 예정자 등은 제외하고,
2학기 이상 이수과정이 남아 있는 자

-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국 국적 소유자

 

※ 편입생의 경우 1년(2학기) 이상 국내 대학에서 재학한 경우 지원 가능

※ 학점취득 없이 등록만 한 자,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제외

※ 한국정부, 대학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사 장학금 수혜자(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액수가 월 50만원 초과인 경우임)는 제외

  ② 전체 재학기간 동안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 

③ 직전 학기 학점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

     ※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성적증명서에 평점만 있을 경우 대학담당자가
환산점수기록및확인날인또는서명), 반올림하여 80점인 자는지원할수없음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유효기간 2년 미적용)

     ※ 2021.1.1. 기준 5년이내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증에한함(2020년코로나19 관련하여
토픽시험의취소등으로유효기간 2년한시적미적용)

6.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 지원방법 : 온라인 지원

    - 지원 시스템(접속 주소)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 온라인 지원 기간 : 2021.2.2.(화) 09:00 ~ 2.23.(화) 18:00

- 지원 방법 : 회원가입 → 온라인 지원 → 지원서 출력 → 구비

서류와 함께 소속 대학에 제출

◦ 지원 서류 제출

    - 재학 대학 서류 제출기한(지원자→대학) : 대학에서 결정하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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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 서류 제출기한(대학→국립국제교육원)

       : 2021. 3. 4.(목) 18:00까지 국립국제교육원 도착분에 한함

        ※ 대학에서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SIMS) 장학생 추천도 확정해야 함

    - 제출방법

      ㆍ지원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학 대학 담당자에게 제출

◦ (대학 추천 방법) 30명까지 추천 

   ① 지원자가 한국유학종합시스템(SIMS)을 통해 지원 후 제출서류를

대학 담당자에 제출

② 대학 담당자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 지원자 명단을 다운로드

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우리원이 제시한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거, 학업성적, 한국어능력, 재외동포 가산점 총합의

고득점자 순으로 30명까지 추천 

③ 후보자 추천일람표 등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

하고, 한국유학종합시스템(SIMS)에서 추천된 후보자만 확정

④ 추천자로 확정된 지원자의 서류 일체를 국립국제교육원에 우편 송부

※ 지원 서류 송부처(대학→국립국제교육원)

- 주소 :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국제장학센터(404호)

- 담당자 : 교육연구사 송미화

(TEL : 02-3668-1357, FAX : 02-743-4992, E-mail : ensmh99@korea.kr)

◦ 장학생 자격 상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라도 허위기재* 확인, 학적 변동(조기 졸업,
1학기 학점 미달 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

② 장학생 선발 이후에도 장학금 수혜 1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을 취득

하여야 2학기 장학금 지속 수혜 가능 

③ 학기 중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조기 졸업 등으로 인한 결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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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제출 서류 목록

    ① 추천자 지원서(온라인 지원 후 시스템에서 출력) 1부

② 여권 사본 1부

③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수학한 전체 학기의 성적) 각 1부

        ※ 편입학한 경우는 전 재적교(국내 대학)에서 발행한 전체 학기 성적

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성적증명서는 ‘100점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발행된 것을 원칙으로 함.

직전 학기 성적 등을 ‘100점 환산점수’로 가필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 담당자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1부(2021.1.1.기준, 5년 이내)

         ※대학담당자원본대조확인날인또는서명(TOPIK 홈페이지 출력본은원본인정)

    ⑤ 재외동포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함)

         ※ 공관발급 재외동포 증명서(선발 우대)

◦ 대학 제출 서류 목록 및 시행 업무

① 장학생 후보자 추천 전자문서 시행 : 전자문서에 후보자 추천

일람표, 지원자격 적격 여부 및 서류 제출 현황(첨부한 엑셀 파일)

첨부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 전자문서로 2021.3.4.(목)까지 제출

② 지원자 서류 우편 제출 : 2021.3.4.(목)까지 제출 

③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추천 후보자 최종 확정

④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우수자비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장학금 입금 계좌명 및 예금주 등 기재

◦ 유의사항

    ① 지원서의 영문 성명은 반드시 여권명과 동일해야 함

② 지원서 및 기타 관련 서류는 A4 규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③ 지원 신청은 반드시 재학 중인 대학교를 통해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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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에서 발행된 공인성적표에 한하며,

100점 환산 점수를 반드시 기재

⑤ 서류 제출 시 다음 순서대로 합철한 후 제출

         ※ 지원서 + 여권사본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전재적교, 현재적교 순으로) +

TOPIK성적표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 기타 재외동포 증명서류 순으로

합철하고, 지원자 서류에 심사 항목별 개별 인덱스 첨부 요망

    ⑥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미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⑦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라도 허위기재 확인, 학적 변동(조기 졸업,

1학기 학점 미달 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 환수 조치

    ⑧ 장학생 자격 상실로 인한 결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음

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선발 절차 및 일정

◦ 장학생 선발 심사항목 및 배점 

연번 심사항목 내용 배점 방법

1 학업성적 학업 수행의 성실성 여부 50
정량
평가2 한국어능력

최근 5년 이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취득 성적
(‘21.1.1. 기준)
※ 전년 토픽 시험 등의 취소로 유효기간 2년 한시적 미적용

40

3
재외동포

우대
재외동포 여부 5

가산
점

4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지원동기, 학업 열정, 전공 관련 전문성과 학업 계획, 
양국관계 기여도 등

10
정성
평가

합      계 105

- 재외동포 가산점(5점) : 재외동포 증명서(공관발급)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위해 ’19년부터 우대 적용하며,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로
관리하고있는대상으로공관에서발급한재외동포증빙서류를제출한경우에만해당

- 동점자 발생 시, 학업성적 → 한국어능력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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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척도 및 배점

학업
성적
(50점)

배점 12점 14점 16점 18점 20점 22점 24점 26점 28점 30점

누적학점
평균

80.01
-81.0

81.01
-82.0

82.01
-83.0

83.01
84.0

84.01
-85.0

85.01
-86.0

86.01
-87.0

87.01
88.0

88.01
-89.0

89.01
-90.0

배점 32점 34점 36점 38점 40점 42점 44점 46점 48점 50점

누적학점
평균

90.01
-91.0

91.01
-92.0

92.01
-93.0

93.01
-94.0

94.01
-95.0

95.01
-96.0

96.01
-97.0

97.01
-98.0

98.01
99.0

99.01
-100

한국어 
능력
(40점)

배점 18점
(4급) 20점

TOPIK 
점수

150-
159

160-
169

배점 22점 24점 26점
(5급)

28점 30점 32점 34점
(6급)

36점 38점 40점

TOPIK 
점수

170-
179

180-
189

190-
199

200-
209

210-
219

220-
229

230-
239

240-
249

250-
259

260-
300

자소서 
및 학업
계획서 
(10점)

배점 2점 3~4점 5~6점 7~8점 9~10점

등급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 발생 시 1)학업성적  2)한국어능력  3)정성평가 순으로 선발

◦ 선발 방법

    ①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 심사

② 대학 추천자의 정량평가 점수(학업성적, 한국어능력, 재외동포

가산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1차 선발  

③ 1차 선발자 대상으로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시행하여 정량

평가와 가산점,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계열별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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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일정

 

① ’21년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국립국제교육원→대학) : 1.29.(금)

② 온라인 원서 접수(지원자→국립국제교육원) : 2.2.(화)~2.23.(화)

③ 지원서류 제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SIMS 추천 확정

(지원자→대학→국립국제교육원) : 3.4.(목)

④ 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국립국제교육원) : 3월 말

⑤ 장학생 선발확정 통보(국립국제교육원→대학) : 3월 말

⑥ 1학기 장학금 지급(국립국제교육원→대학) : 4월 초

⑦ 1학기 성적 증명서 제출(대학→국립국제교육원) : 8월 초

⑧ 1학기 장학금 정산(대학→국립국제교육원) : 9월 초

⑨ 2학기 장학생 자격유지 검토 및 통보(국립국제교육원→대학) : 9월 말

 2학기 장학금 지급(국립국제교육원→대학) : 9월 말

 2학기 장학금 정산(대학→국립국제교육원) : 2022. 1월 중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마이페이지와
대학을 통해 개별 통보함

7. 문의처 및 지원서류 송부처 :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 사업공고및서식탑재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홈페이지(공지사항)



[붙임(Attachment) 1]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Self Introduction & Study Plan)

※ 한국어로 작성(Should be written in Korean)

※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Should be written by applicant)

※ 자필(handwriting)로 작성하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Easy to read handwriting)

※ 분량은 2 페이지(A4, 단면) 이내로 하며 서술식으로 작성(2 pages of narrative essay (A4 size, one sided)) 

  

  

  

                         _____ /______ /______ (Date, DD/MM/YY)

성명(Name)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