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형남진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요강
‘22.03

1. 개 요
◯ 설립목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이 비전을 실현 하는데 기여하고, 특히 이공계 학생을 중점 선발
함으로써 관련분야 발전을 도모함.
※ 재단은 형남진 前 삼공기어공업(주) 사장의 유지에 따라 부인 유호선님이 출연
하여 설립되었으며, 삼공기어공업(주)는 특별장학금을 기부해오고 있음.
◯ 설립시기 : ‘11.12.21 설립허가(인천광역시교육청), 12.26법인 등기(인천지방법원)

2. 선발 인원 및 지원계획
◯ 선발대상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재단 및 기부자 특별지정 포함)
◯ 선발인원 : 총 42명 (고교 9, 대학 33)
◯ 지원금액 : 총 1억 850만원

※ 상, 하반기 2회로 구분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종류별 지원액 및 지정 내역
종류(명)

고교생
(9)

대학생
(33)

지원액(만원)

지정학교 및 학년

특성화계(6)

6명×150 = 900

◦인천기계공고, 인천도화기계공고, 인천청학
공고 - 학년별 1명

일반계(3)

3명×150 = 450

◦서울 동덕여고 - 1,2,3학년 각 1명

진학(9)
(신입생)

9명×300 = 2,700

◦고려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인천대 - 1학년

우수(19)
(재학생)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19명×300 = 5,700
아주대, 인하대, 장로회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전문(4)

4명x200 = 800

◦유한대, 인하공전대(이공계 관련학과) - 2학년

특기(1)

1명×300 = 300

◦경희대 체육 관련학과(기부자 특별지정)
- 2,3,4학년

총 42명

1억 850만원

3. 지원 및 선발
◯ 지원자격 : 아래의 소득과 성적 요건을 갖춘 학생
◯ 지원신청 : 학생이 학교에 신청(장학담당) ⇒ 학교장(총장)이 재단에 장학생으로
추천 (* 아래 4항 서류 포함 제출)
◯ 선발확정 : 재단이 추천 장학생의 적격여부 등을 심사 후 최종 선발
구분

고교생

대학생

소득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소득 0~1분위 이내 (국가장학금 기준)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성적

신입생

수능상위 20%이내
(수시 합격자의 경우 고교 내신 2등급 이상)

재학생

직전 두 학기 평점 평균3.5이상(4.5만점 기준)
※ 대학 특기부문은 평점과 무관

4. 제출서류
구분

고교생

대학생

◦신청(추천)서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소득분위 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담당)

신입생

입학성적표

수능성적표 또는
고교 내신등급 확인 서류

재학생

직전 학년 성적표

직전 두 학기 성적표

◦성적증명서

5. 선발일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음)
◯ 선발요강 공지 : 2022년 3월 29일(화) 공문 발송 및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 신청서류 접수 : 2022년 4월 29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선발확정 공지 : 2022년 5월 10일(화) 공문 발송 및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 장학금 송금 및 장학증서 발송 : 2022년 5월 13일(금)

6. 재단 연락처
◯ 주소 : (우)21688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654번길 64
◯ 전화 : 032-713-0181, 팩스 : 032-821-3039
◯ 홈페이지 : www.hyungsf.or.kr

이메일 : hyungsf@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