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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박사 
펠로우십 지원서 
체크리스트

INTRODUCTION OF  APPLICANT
소제목의 글씨 크기를 13으로 설정하였는가?

본문의 글씨 크기를 11로 설정하였는가?

개인 배경정보, 박사 과정의 목적, 그리고 GPF 지원 이유를 

포함하였는가?

3장이내로 작성하였는가?

작성 후 Instructions을 삭제하였는가?

소제목의 글씨 크기를 13으로 설정하였는가?

본문의 글씨 크기를 11로 설정하였는가?

Academic Plan에 해당 학과, 전공, 지도교수를 선택한 이 

유와 배경을 포함하였는가?

Academic plan에 자신의 연구 제안서와 연결지어 학부/대 

학원 학업 목표 간 차이점을 설명하였는가?

Academic Plan을 3장이내로 작성하였는가?

Research Proposal에 연구 제안 및 연구 제목, 선행 연구 

결과, 연구 목적, 계획,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 등을 포함하였 

는가?

Research Proposal을 5장이내로 작성하였는가?

작성 후 Instructions을 삭제하였는가?

석박사통합과정생인가?

연구 제안서와 관련된 과목만 포함하였는가?

학부 수업과 성적만을 포함되었는가?

대학 성적표를 스캔하고 NRF 시스템에 업로드했는가?

작성 후 Instructions을 삭제하였는가?

ACADEMIC PLAN &  RESEARCH PROPOSAL

ACADEMIC TRANSCRIPTS 

RESEARCH ACHIEVEMENTS 

REASON FOR CHOOSING THE UNIVERSITY

1
FORM

박사과정생인가?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였는가?

Major Research Achievements 작성 시 소제목 글씨 크기 

를 13, 본문의 글씨 크기를 11로 설정하였는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주요 연구 성과를 나열했는가?

각 연구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구 내용, 지원자의 역 

할, 연구의 중요성을 포함하였는가?

성과당 1장 이내로 작성하였는가?

Other Research Achievements 작성 시 제공된 표에 중요 

한 순서대로 나열하였는가?

Major Research Achievements와 Other Research 

Achievements의 각 성과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 제공하 

였는가?

Other Research Achievements의 증명 서류가 없을 경우 

"Remarks" 부분에 그 이유를 작성하였는가?

작성 후 Instructions을 삭제하였는가?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였는가?

소제목의 글씨 크기를 13으로 설정하였는가?

본문의 글씨 크기를 11로 설정하였는가?

학업과 연구와 관련하여 작성하였는가?

1장 이내로 작성하였는가?

작성 후 Instructions을 삭제하였는가?

2
FORM

3
FORM

4
FORM

5
FORM

다년간의 영문 교정 경력을 가진 원어민 에디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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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BRIGHT FOREIGN STUDENT 
APPLICATION CHECKLIST

온라인 지원서 소정양식
   ♦ 다음 항목들을 온라인으로 입력/전송 후 출력한 원본 1부를 제출하였 

는가?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 한미교육위원단 지정서식 

c o o k i n g f o r b e g i n n e r s . c o m

   ♦ 각 학교의 공인 성적표를 발행기관의 봉투를 사용해 봉인하여 제출 

하였는가? 

   ♦ 해외교환학생의 경우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였는 

가? 

   ♦ 학교에서 영어 성적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공용

어로 작성된 성적표를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였는가? 

   ♦ 성적표 번역이 직역으로 되어 있는가? 

   ♦ 유럽에서 공부하여 Bologna-complaint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

diploma supplement를 제출하였는가?  

성적증명서 (대학/대학원 영문 각2부)

추천서 영문 3부 (온라인으로 입력/전송 가능)

영문 재학/졸업/재직증명서

1

2

3

4

   ♦ 학문적 능력이나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교수 혹은 근무처 상사

등 3인의 추천인에게 추천서를 받았는가? 

   ♦ 추천인이 이메일로 전송된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 서면추천서일 경우, 한미교육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였는가? 

   ♦ 추천인이 직접 한미교육위원단에 접수마감일까지 우송하거나, 지원 

자가 제출하는 경우, 추천서를 밀봉 후, 봉투의 봉인선에 추천인의 서명 

을 하였는가? 

   ♦ 영문 재학 혹은 졸업 증명서 각 2부씩, 연구기관 혹은 회사의 영문 재 

직증명서 각 2부씩을 제출하였는가? 

   ♦ 발급 기관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였는가? 

영어시험 성적증명서5
TOEFL 혹은 IELTS: 

   ♦ 공식TOEFL 혹은 IELTS 성적표와 사본 (각 1부)을 제출하였는가? 

   ♦ TOEFL의 경우 성적표 요청을 KAEC 기관 Code 9350으로 신청하였 

는가? 

   ♦ IELTS의 경우 성적표 요청을 위해 “Professional Bodies” 목록에서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을 선택하였는가? 

GRE 혹은 GMAT: (법학 전공과 비학위과정 지원자는 GRE, GMAT 점수 

제출 면제) 

   ♦ 공식 GRE 혹은 GMAT 성적표와 사본 (각 1부)을 제출하였는가? 

   ♦ GRE의 경우 뉴욕 소재 IIE 2326과 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Fulbright) 6960으로 성적표를 요청하였는가? 

   ♦ GMAT의 경우 FOF-4J-28의 기관코드를 사용하여 성적표를 요청하 

였는가?

영문 포트폴리오 4세트 (미술과 디자인 전공자의 경우)6
   ♦ 인쇄(선호하는 형식), CD 혹은 DVD 형식의 포트폴리오 4세트를 제 

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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