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미래설계 장학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유레카 신청은 2016년 8월 22일(월) ~ 9월 9일(금)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9월 9일(금)까지
미래설계계획서와 교수 추천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류 미제출시 유레
카 신청은 취소 처리 됩니다.

[유레카 장학금 신청 전 확인사항]
I. 마이유레카 - 학사 - E 커리어카드 - 나의 계좌 입력
- 본인명의(타인명의 불가)의 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은행은 국내 은행(신한 은행 포함)에서 발행한 보통예금 통장이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하기 : 마이유레카 - 학사 - 장학 - 장학금신청
1. 신청 화면 : 마이유레카 - 학사 - 장학 - 장학금신청
(1) 핸드폰번호 및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 가능).
(2) 이화미래설계장학금에서 안내문을 다운 받아 다시 한 번 본 장학제도 내용을 숙지하세요.
(3) 서식(이화미래설계 계획서)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합니다. 미리 본인의 추천서를 써주실
교수님께 계획서의 예산 등 세부 계획 내용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의를 드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화미래설계 계획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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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화면에서 기본 사항 및 보호자 정보 등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정보수정이 필요하면 업데이트 하세요.

(5) 추천 교수 입력창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교수검색 팝업창이 뜹니다. 본인이 추천서를 받을 교수님
이름을 입력후 조회하여 추천교수 이름 및 소속전공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닫기를 누른 후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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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희망진출분야를 선택 합니다(01. 취업, 02. 진학(본교), 03. 진학(국내), 04. 진학(해외), 05. 창업,
06. 기타 중 택일). (예. 공기업, 사기업, NGO입사, 외교관, 교사 등은 취업 선택)

(7)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둔 미래설계계획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파일이 첨부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취소됩니다. 반드시 파일을 첨부하세요.

(8)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하세요. 모든 항목의 입력이 빠짐없이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9) 추후 신청결과 조회하여 이화미래설계 장학금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출력하여 서류 제출하기 : 장학복지팀(학생문화관 203호)
(1) 온라인 신청서 출력하기 : 출력 후 반드시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하세요.
(2) 신청서와 함께 이화미래설계 계획서와 교수 추천서(해당 교수님의 서명 또는 날인 확인)
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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