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T&C 펠로 신규 장학생 모집 FAQ
Q. ‘T&C 펠로’는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요.
A. ‘T&C 펠로’는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보고,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찾고 싶은 청소년들을 선발해 입시 경쟁보다 더 큰 목표와 관점을 가진
공감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펠로들은
공감교육, 사회혁신 프로젝트, 멘토링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오프라인 활동(캠프, 해외탐방)은 진행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활동 빈도가 궁금해요.
A. 활동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한 달에 2~3회 정도 진행됩니다. 재단 공식 활동은 주로
토요일에 진행되지만 팀 단위 프로젝트 및 멘토링 활동은 각자의 일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활동은 주로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Q. 3년차(고등학교 3학년)에도 참여해야 할 활동이 많을까요?
A. 프로젝트와 교육은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3년 차에는 별도의 활동은
없지만 펠로 여러분의 학업적 목표 달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Q. 인센티브 장학금은 무엇인가요?
A. T&C 활동은 별도의 월 정기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1년 단위로 활동 성과(참여도,
적극성 등)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1년 활동 후
매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년 활동 시 총 2회 지급되며, 1회당 200~300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Q. 장학생 선발 기준이 궁금해요.
A. 성적에 상관 없이 재단의 6가지 인재상에 따른 세부 기준에 지원자의 태도, 경험,
가치관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선발 과정을 통해 심사합니다. 지원자 모두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마음껏 어필해 주세요!
Q. 팀 프로젝트는 몇 명 단위로 구성되나요?
A. 평균 4~5명의 펠로 장학생들과 1명의 ‘T&C 아미’ 대학생 멘토가 한 팀으로
구성됩니다. 인원은 프로젝트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선생님 추천서는 담임 선생님만 작성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지원 학생을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이면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 기관
선생님 등 누구든지 작성 가능합니다
Q.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본인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내주세요.
- PPT, 영상, 포토북, 워드(한글) 등 자유양식
-프로젝트 진행 경험 / 성장과정 / 장래희망 / T&C재단의 프로그램 중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시면 됩니다.

Q.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학교 자체 양식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되고, 나이스 사이트(www.neis.go.kr)에서
관련 페이지를 캡처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