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리스트 & 신청서 & 자기소개서 체크리스트 & 신청서 & 자기소개서 체크리스트 & 신청서 &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자 체크리스트 

  1) 1번~7번까지 내용 확인 후 체크사항에 ‘○’표시하여 주세요.
  

  2) 페이지 하단에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주세요 (꼬리말)    

  

2. 신청서

  1) 온라인 접수번호·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학년·학기/학과)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2)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3) 성적향상도 기입칸에 이수학기, 백분위 점수, (P/F, S/U학점을 제외한)이수학점을 기재해주세요.

  4)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함에 체크하고, 페이지 하단에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주세요 (꼬리말)

  

3. 자기소개서 

  1) 작성서식 : 맑은고딕 12, 줄간격 160% 

  2) 분량 : 각 문항당 A4용지 1pg 이내로 작성 (총 3페이지)
  

  ※ 여기서 문항은 대문항 3개를 의미하며, 문항 2-1, 2-2는 2번 대문항에 포함되므로 

1pg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각 페이지 하단에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 (꼬리말)    
      

  4) 자기소개서에는 신청인의 소속 대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작성 불가    



신청인: OOO      생년월일: OO.OO.OO 

2021 유영아 학업 장학금 (9기)2021 유영아 학업 장학금 (9기)2021 유영아 학업 장학금 (9기) 신청자 체크리스트 신청자 체크리스트 신청자 체크리스트

번호 확인사항
체크사항
(‘○’표시)
예 아니오

1 공고문을 충분히 읽고 장학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숙지하였습니까? 

2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였습니까?

※ 온라인 신청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서류심사 대상으로 인정됨

3

아래의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사항
(‘○’표시)
예 아니오

① 온라인 접수내역 출력본 

② 신청자 체크리스트 (본 용지) 

③ 신청서 & 자기소개서

④ 재학증명서 

⑤ 성적증명서   

⑥-Ⓐ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⑥-Ⓑ 법정차상위계층 증빙서류  

⑦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⑥을 부모/배우자 명의의 서류로 발급한 자만 제출.   

4
증빙서류 발급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발급일: 2021.11.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5

성적증명서에 학기별, 전체학기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 증명서에 백분위 점수 미표기 시 심사가 불가능하오니, 백분위 점수가 

없는 경우 공고문 7pg Q5를 참조하여 알맞은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6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의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7 

서류는 3번의 ①→⑦의 순서대로 구비하여 

1개의 서류봉투에 담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서류는 재분류 예정이므로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지 말아주세요. 



신청인: OOO      생년월일: OO.OO.OO 

2021 유영아 학업 장학금 (9기)2021 유영아 학업 장학금 (9기)2021 유영아 학업 장학금 (9기)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온라인 
접수번호

  ※홈페이지 신청을 해야 온라인 접수번호가 부여됨

성명 생년월일     

학년/학기  (       ) 학년 (      )학기 학과

경제상황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해당자는 증빙서류로 위의 사실을 입증해야 함 (2021.11.1. 이후 발급본)

성적

향상도

기입칸

  

A (직직전학기) B (직전학기)   C (현재학기)

(       )년도 (     )학기 (       )년도 (     )학기   2021년도 2학기

·백분위 점수 : (         )점 · 백분위 점수 : (         )점  2021-2학기 

재학 ( O / X ) ·(P/F, S/U학점 제외) 이수학점: (    )학점 ·(P/F, S/U학점 제외) 이수학점: (    )학점

  ※ 심사대상 2개 학기: 2021.11.1. 이후 발급된 성적증명서상 최근 2개 학기(정규학기)

   - 성적증명서 기준 최근 두 개 학기 중 가장 최근 학기가 B학기(직전학기)이며, 나머지 학기가 

     A학기(직직전학기)임.  

    - A학기에서 B학기로 백분위 점수가 향상되어야 함 (예시 : A학기 85점 → B학기 95점)

    - 두 학기 모두 P/F, S/U학점을 제외하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만 지원 가능함.

    - 전체학기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함.

    - A학기의 백분위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함.

  

  ※ A학기(직직전학기)와 B학기(직전학기)가 아닌 학기의 성적 향상도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음

 신청인 서약서 (아래 해당란에 ☑로 체크해주세요. 동의하지 않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장학생 활동 참여의 의무

-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장학생 프로그램(증서수여식, 간담회, 수료식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 사유

(장기 지방·해외 체류, 군입대 등)로 장학생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학업 이행의 의무

- 장학생 선정 기간(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동안 학업을 중단(자퇴, 제적, 졸업 등)하는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OOO      생년월일: OO.OO.OO 

2021 유영아 학업 장학금 (9기) 2021 유영아 학업 장학금 (9기) 2021 유영아 학업 장학금 (9기)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

온라인 

접수번호
※홈페이지 신청을 해야 온라인 접수번호가 부여됨

※1문항당 1page 이내 작성

성명 생년월일

학년/학기  (       ) 학년 (      )학기 학과

1.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작성하여 주세요. 

  1) 작성서식 : 맑은고딕 12, 줄간격 160% 

  2) 분량 : 각 문항당 A4용지 1pg 이내로 작성 (총 3페이지)

   ※ 여기서 문항은 대문항 3개를 의미하며, 문항 2-1, 2-2는 2번 대문항에 

포함되므로 1pg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각 페이지 하단에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 (꼬리말)    

  4) 자기소개서에는 신청인의 소속 대학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작성 불가   



신청인: OOO      생년월일: OO.OO.OO 

2. 학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진로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세요. 

2-1. 학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진로 목표(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작성)

2-2. 목표 달성을 위해 본인이 한 활동 및 노력 

    (학업 및 진로 탐구·개발을 위해 도전한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인: OOO      생년월일: OO.OO.OO 

3. 자신의 목표(2-1)를 이루기 위해 장학생 기간 동안 실행할 활동(이하 ‘두드림리스트’) 

3가지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주세요.

    * <유영아학업장학금> 장학생 활동 기간: 2021년 12월~2022년 9월  

3-1. 목표를 이루기 위한 ‘두드림 리스트’ 3가지 (한 개당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작성)

①

②

③

3-2. 두드림 리스트 실행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