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 E O U L  S C H O L A R S H I P  F O U N D A T I O N



Contents

02    이사장 인사말

03    비전과 목표

04    장학사업 소개 

07    영문소개



04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05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이사장 인사말 비전과 목표

장학사업 추진방향

우리의 미래,

그리고 희망

배움의 꿈을

함께 키우고자 

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기부활동이나 생활지원보다 효과적이면서도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는 방법이라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연에 의해 2009년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은 공익재단으로서 매년 기회가 제한된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위기가정 학생을 

지원하는 지정기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귀한 정성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서울 시민과 함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시민, 기업, 지역사회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

참여와 네트워크

장학금이 필요한 

개인을 찾아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의 성장지원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배움단체와 협력하여 

장학사업을 추진

배움터 기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다양한 맞춤형 장학

사업을 제시하고, 

전문적 지원체계 수립

사업의 전문성과 

다양성

서울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핵심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재단

배움의 고른 기회 제공

서울장학재단은 부모의 경제적 차이가 아이들의 꿈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큰 인재로 키우기

서울장학재단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 따뜻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배움의 울타리

서울장학재단은 미래세대가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민·기업·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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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기관  신세계 SVN

기탁금 약 4,000만원 (교육비 별도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 1학년

선발인원 매년 20명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

하이서울장학금
서울장학재단은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이서울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장학금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여러 기관, 단체, 개인 기부자의 정성으로 긴급한 위기가정, 결손가정, 소녀가장 등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장학사업을 운영하며, 우수한 대학생의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지정기탁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연계형장학금
미래의 제빵왕을 꿈꾸는 고등학교 1학년들을 선발해 파티쉐가 되는데 필요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집중 진행하는 

희망파티쉐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분야 / 고등학생

14,000명
60억

대학원분야 / 박사과정생

1,200명
32억

대학분야 / 대학생

4,000명
40억

청소년 재능분야 / 고교생 (예체능)

100명
3억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1억 원

우리은행

100명

위기가정 청소년

푸른꿈 희망장학금 약 5천만원

SR센터

100명

결손가정 청소년

씨티코스비 

여성Ceo 장학금

1500만원

중소기업연구원

100명

소녀가장

파마톤 G115 장학금 1500만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10명

우수 대학생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

대학분야

대학원분야

청소년재능분야

지정기탁 장학금

우리아이희망장학금

푸른꿈희망장학금

씨티코스비 여성 CEO장학금

파마톤 G115 장학금

진로연계형 장학금

희망파티쉐

장학사업

하
이

서
울

장
학금                   지정

기
탁

장
학

금
 

진로연계형장학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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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케이크를 만들던 날 

“맛있는걸 먹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빵을 먹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희망파티쉐 1기 장학생들은 지난해 7월 28일, 29일 양일

간 경기도 용인 소재 연수원과 신세계SVN 제품개발실에서 

열린 베이커리캠프에 참여했다. 

“케이크를 구울 수 있는 오븐을 직접 다뤄본 건 이번이 처

음이에요. 학원비도 비싸서 막연하게 파티쉐가 되고 싶다

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희망파티쉐에 선발돼서 정말 다

행이에요.” 

희망파티쉐 장학생 스무 명은 이번 캠프에서 신세계SVN에

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회

사내 제품개발실에서 하나의 빵이 만들어져 제품화되는 과

정을 체험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진로연계형 장학사업’ 

희망파티쉐 장학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장학금만을 지급하

는 소극적인 의미의 사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사회에 진

출했을 때 실제로 필요한 진로 교육을 병행한다는 의미에서 

장학 사업의 개념을 크게 확장한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물고기만 잡아다 주는 장학사업이 아니라 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장학 사업인 것이다.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our vision and Goals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a public foundation funded by Seoul City founded in 2009, is based 

upon the conviction that an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is essential to a healthy society. 

The Foundation sees educational support as a catalyst for positive change, a force that can 

transform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 community that trul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is one that ensures the doors to 

educational opportunity are open to all who have the potential to succeed, regardless of 

economic background or lack of resources.

In pursuit of this vision,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provides direct support to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who otherwise would not have the financial means to fulfill their educational goals.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furnishes direct financial support to students for postsecondary education.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provides long-term support to students for educational accomplishment.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helps lead a collaborative network of community, corporate and 

educational partners.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offers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its realization through financial and 

in-kind support and volunteerism.

서울장학재단 영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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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proGrams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opens doors to higher education through direct assistance programs 

for students both in high school and university. The Foundation operates three core programs.

The core financial aid program of the Foundation is Hi Seoul Scholarship program. 

The program operates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schools and 

provides outright grants to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in need of financial support.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gifted in arts and sports are supported as well. It also offers direct 

support for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who are pursuing higher degrees in the humanities 

and basic science.

The Foundation provides Designated Donation Scholarship program. The program is created by 

individual or corporate donation. Donors decide the purpose of the fund and who to support. 

Currently three Designated Donation Scholarship programs are under way; ‘Children’s Hope Scholarship’ 

for youth from families in crisis situations, ‘Green Dream and Hope Scholarship’ for youth from

low-income families living with grandparents and ‘City-KOSBI Women’s CEO Scholarship’ for 

high school girls without parents.

The Foundation runs Career Related Scholarship program. The program is more practical and 

career oriented, focused on occup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ng students who want to 

be patissier. First started in 2011, the program ‘Dream Patissier’ operates through active partnerships 

with professionals and supported vocational training and mentoring of the selected 20 high 

school students.

doors to eduCation, doors to Future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believes education can empower disadvantaged students to 

improve their economic circumstances and quality of life. Moreover educational opportunity can 

initiate social change for next generation. With those beliefs the Foundation is very passionate about 

opening doors to education to students with little resources, students who need encouragement and 

students in needy situations. The Foundation delivers pathway to the future through a variety of 

scholarship programs and seeks ways to amplify the impact of them.

To maximize the outcome of the programs, the Foundation plans to restructure the scholarship 

programs, to stabilize by increasing initial fund and to expand the volume of donations. At its best, 

our work engenders growth and change for the future.

서울장학재단은 

미래의 모든 인재들이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학사업 재구조화
인재중심, 재능중심의 장학사업

장학생 멤버십, 자부심 확대

통합형 장학사업 모델 개발

기본재산 확대를 통한 재단의 안정화
공익법인의 안정성 유지

기본재산 운용소득을 통한 장기적 사업 추진

민간 지정기탁금 확대 
시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재단

시민과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재단



110-79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가든타워 304호

tel 02.725.2257  FaX 02.735.2258
www.hiss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