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양재단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spec-up 지원 사업 공고
우양재단에서는 저소득 장학생을 위해 방학기간 중 자격증 취득,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 자기발전과
관련된 학업 비용을 지원해주는 학업지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spec-up 지원 사업
2) 지원인원 : 100명
3) 사업지역 : 전국
4)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000원(환급과정 강의 불가)
5) 지원금 사용기간 : 2022.1월~2월
2. 사업대상 및 자격(1,2 모두 해당되어야함)
1) 지원 시점(2021년 12월) 기준 대학교(대학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
2) 생활보호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녀이거나 학자금지원구간(1~4구간) 해당자
3. 지원세부 내용
1) 선정 발표 후, 지원금 개별명의통장으로 송금
2) 지출 후 영수증 및 결과보고 필수 제출
3) 자격증 취득,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 자기개발과 관련된 학업비용에만 사용 가능하고 환급 과정은
제외됨(운동, 취미 등은 불가하고 강의에 해당하는 책 구매 또한 불가)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사업비 환수하며 지출영수증 및 결과보고를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음
4. 신청방법
1)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구글로 신청
※ 신청서 및 기타 첨부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이름+학교로 파일명을 수정한 후 접수
ex) 김우양_우양대학교
※ 첨부파일 압축 및 파일명 수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필요
3) 제출서류 상세설명
① 신청서 1부(공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소득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확인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1부만 제출
③ 대학교 재학 증명서
④ 통장 및 신분증 사분(학생 본인 명의만 가능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워도 됨)
5. 선발 및 지원 일정

1) 서류접수기간: 2021년 12월 3일(월) ~ 2021년 12월 10일(금) 18시까지
2) 선정발표: 2021년 12월 21일(화) 오후, 우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3) 송금 예정일: 2021.12.21.(화)
4) 결과보고
① 지원금 사용 후 해당 영수증을 취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② 마감기한 내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보고 양식 및 제출 기간은 추후 공지)
6. 문의사항
우양재단 프로그램 2팀 배민정 대리(02 333 1287), 손삼열 차장(02 324 1324)
※ 평일 9시~ 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