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신청 매뉴얼
[가족회원용]



1) 회원가입

①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

https://scivoucher.kofac.re.kr/

②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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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ivoucher.kofac.re.kr/


기관회원

(기관담당자)

일반회원

(개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급여

도서벽지접적지 학교

③ 기관회원과 일반회원 중 [기관회원]해당하는 유형 클릭

장애인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및
기타 장애인 대상 복지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지역별 가족센터 등
기타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대상 복지기관 등

시설거주 아동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원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보육원 등), 
아동일시보호/전용시설 등

가족단위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수혜아동의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2인 이상 일괄 신청 진행할 경우

기관회원, 일반회원 분류 ※상세 기관유형은 별첨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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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약관 3개 동의 후, [다음] 클릭

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아이디 중복확인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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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관 회원가입 시, 

[신규기관 신청]을 통해 가족기관 신청 후 진행 가능

⑥ [신규기관 신청] 버튼 클릭

⑦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권역 선택

⑧ 하단의 [등록] 버튼 클릭

※ 신규기관 신청 후, 새로운 회원가입 창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명

대표자 휴대폰 번호

거주 지역 선택

(부모, 법적 보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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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록 후 자동 생성

가족 대표자명

가족 거주 주소

가족 대표자명

가족 대표자 연락처

가족 대표자 연락처

가족 대표자 이메일

신청자격 증명서 첨부

⑨ 회원가입 신청 항목 작성

⑩ 우측 하단 [신청] 버튼 클릭

※ 가족 단위 신청자는 신청자격 증명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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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①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② 로그인 대상에 맞는 항목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진행

기관(가족) 단체 신청을 위한

대표 담당자

개인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개인 신청자

(1인씩 신청 가능)

바우처 선정 후,

기관에서 신청한 단체 수혜자가

자동 부여된 고유번호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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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우처 신청

❖ 상단 메뉴 [바우처 신청] 또는 홈 화면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 바우처 신청 전,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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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중 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격증빙서류, 가족관계증빙 서류 2가지 확인 후,

압축파일로 묶어 1개의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①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클릭

② 공고문 및 모집공고 확인

③ [2022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❷

❸

2022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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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 약관 동의 체크 (3개)

⑤ [다음] 버튼 클릭

❹

❺

⑥ 신청정보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

※ 신청정보가 틀릴 경우,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보 변경

❻

회원정보 수정

abc@kof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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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파일 업로드

[파일 찾기]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만 제출

가족 기관 : 자격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② 수혜자 정보 입력

③ [직접 등록] 버튼 클릭

④ 수혜자가 1명 이상일 경우 ②,③번 과정 반복

가족기관 신청시, 홈페이지 내에서 수혜자 정보 입력 후 한 명씩 등록.

대표자(회원가입 신청자)도 수혜대상일 경우 수혜자 명단에 입력 필수.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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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파일 1개로 제출

샘플 파일 다운로드 후,

별도 수정없이 그대로 업로드



⑦ 수혜자 명단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 클릭

4) 바우처 확인

① 홈페이지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② 마이페이지 [바우처 신청내역] 클릭

③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클릭

➊

➋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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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혜자 명단이 다 입력되었는지 확인 필수! 



④ 신청 정보 확인

신청 상태

[신청대기] 상태는

5월18일 이후 변경됩니다.

신청정보

기관 담당자

회원가입 정보입니다.

수혜자 명단

일괄등록, 직접등록을 통해

작성된 수혜자들의

명단입니다.

⑤ 수혜자 명단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혜자 명단 수정] 버튼 클릭

⑥ 명단 추가 : [엑셀등록 추가] 또는 [직접등록 추가] 버튼 클릭 후 명단 추가

명단 삭제 : 해당 수혜자 명단 우측의 [취소] 버튼 클릭 ❺

❻

❻

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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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페이지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② 마이페이지 [바우처 신청내역] 클릭

③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클릭

5) 바우처 신청 취소

➋

❸

④ 우측 하단 [신청 취소] 버튼 클릭

⑤ 신청상태 [취소]로 변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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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센터로문의 바랍니다.

02-540-0222

v-science@kofac.re.kr

@과학문화바우처지원센터

운영시간 : 평일 10시 ~ 17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