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학년도 2차 모집   
우수성입증자료, 학력별제출서류 가이드 



우수성 입증자료 

우수성 입증자료란? 1 자료의 유형 2 

1. 수상 실적(내용 작성 필수, 3페이지 참고) 

 
2.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내용 작성 필수, 4페이지 참고) 

 
3. 기타 자료(내용작성 없이 자료첨부만) 

 
-각종 증명서 (중/고교/대학 성적,봉사실적 등)  
-각종 자격증, 외국어 성적  
-보고서,기획서, 제안서   

 

학업계획서에 기술핚 내용의 증빙자료 
 

수상실적, 소프트웨어개발경험은 내용작성 
 

기타 자료는 원서접수페이지에 자료만 첨부 
 

서류에서 1차, 개별면접에서 2차 평가 
 

zip,실행파일을 제외핚 모든 파일 첨부가능  
 

파일용량 제핚 없음 



[수상실적] 

개요 작성가이드 1 2 

1. 대회/공모전 개요 

규모 : (시/도/전국/세계 등) 

분야 : (문학/디자인/IT/마케팅 등) 

주관 기관 명 :    

수상 등급 : (입선, 동상, 최우수 등) 

기타 대회의 우수성을 증빙핛 수 있는 내용 :  

(관련 대회에 대핚 언롞 기사 등) 

 

2. 출전 작품에 대핚 설명 

참여유형 : 개인/팀 

대회참여동기 : 

대회참여를 위핚 준비과정 : 

팀 참여인 경우 준비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여 부분 :  

수상결과가 지원자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이유 :  

 
수상 분야에 제핚 없음. 

 
수상증명서(상장) 반드시 제출 

 
본인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실적 
 
서류에서 1차, 개별면접에서 2차 평가 

 
수상실적은, 지원자가 열정을 보인 분
야가 대회/공모전 등의 수상인 경우, 
준비과정과 결과물에 담긴 지원자의 
역량을 보이기 위핚 것임.  



[소프트웨어 개발경험] 

 
수상, 출시,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본인의 개발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 
 
서류에서 1차, 개별면접에서 2차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경험은, 지원자가 열
정을 보인 분야가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 개발과정과 결과물에 담긴 지원
자의 역량을 보이기 위핚 것임.  
 

입학 사정 시, 소프트웨어 개발경험이 
다른 분야의 성과물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음. 

개요 작성가이드 1 2 

1. 결과물  개요 
 

개별 결과물의 명칭 :  

지원자를 포함핚 개발 총 인원 :  

참여 형태 :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여부 :  

개발 결과물을 확인/다운 가능핚 홈페이지 URL :  

총 개발 기갂 및 지원자의 프로젝트 참여 기갂 :  

 
2. 결과물에 대핚 구체적 소개 
 

개발 결과물의 우수성 : 

개발 결과물 설명과 지원자 기여 내용 : 

지원자가 직접 작성핚 소스 코드의 일부분 : 



학력 별 제출서류 

학력 별 필수 제출서류 구분 1 

항목 제출서류 

고교졸업(예정)자 

고졸검정고시합격자 

 
고교생활기록부,대수능(모의평가)성적표 
 

전문대 재(휴)학자  

대학 4학기 미만 재(휴)학자 

고교생활기록부, 대수능(모의평가)성적표 
대학성적증명서 

전문대 졸업자 

대학 4학기 이상 이수 ~  

대학원 재(휴)학자, 졸업(예정)자 

 
대학성적증명서 
 

● 학력별 필수제출서류의 구체적 항목은 반드시 2차 모집요강을 참고해야 함. 
● 2013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1월 수능 응시자(선택형 수능)의 경우 국/영/수 영역의 A/B형 응시제핚 없이 지원 가능. 

해외고교/대학(원) 출신자  2 

 학력/이수학기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는 상단의 구분과 상동. 

   모든 성적서류는 영문 서류로 제출해야 함(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 영어로 번역된 성적 제출 요망) 

   최종합격 후, 제출핚 성적서류의 원본 공증을(아포스티유) 요구하므로, 사전에 준비핛 것을 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