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장학생(2학년 재학생) 선발 안내
미래나눔재단은
2009년 故 허영섭 회장(GC녹십자)께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탈북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통합적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22년도 대한민국의 정규 대학 2학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해당되지 않음)

② 미래나눔재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생
․ 학업 성취욕구와 자기개발의 실천의지가 뚜렷한 학생
․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
․ 한반도 평화와 통합에 대한 비전을 가진 학생

③ 재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④ 타 기관의 후원이나 장학금(생활비)을 받지 않는 학생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철회, ※예외: 해당 학교의
성적장학금, 본 재단이 별도 공고로 허용한 장학금)
⑤ 전공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 (1학년 전공필수과목 이수 必)
※ 전공과목 수강자: 1학년 전체 학점 평균 문과 3.0, 이과 2.7 이상(4.5기준)
※ 1학년 전공필수과목이 없는 학교일 경우 3.3 이상
2.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장학금(생활비)

학기당 300만원 (월 50만원)

지원프로그램

도서구입비(매월 2만원), 보조학습지원, 캠프, 멘토링, 상담 등
6학기(2~4학년)

지원기간

※ 매학기 재선발 심사를 통해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 결정
(매학기 성적이 1.5(4.5기준) 이하일 경우, 다음 한 학기 장학금 지급 중단)

3. 선발인원 : ○명

4.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5. 선발기준 : 1학년 전공필수과목 등 학업성적 및 기타 서류
6. 제출서류 및 접수 방법
(1) 지원자 전원
① 아래 양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장학생 동의서, 장학생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
작성 ☞ 온라인 제출(제출시 스마트폰 인증절차가 있음)_크롬 사용 권장
https://mirae-scholarship.azurewebsites.net/
② 첨부서류(각 1부) ☞ 원본 스캔 후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 포함)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대학교 재학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2) 서류 합격자에 한해
① 위 첨부서류 ☞ 면접 시 원본 지참

7. 접수기간 : 2022.01.04.(화) ~ 14.(금) 23:59까지
8. 선발일정
① 1차 서류심사 발표 : 2022. 1. 21(금) 예정 (개별통보)
② 2차 면접심사 : 2022. 1. 27(목) 예정 (면접 불참자 선발 제외)
③ 최종 발표 : 2022. 2. 7(월) 예정 (개별통보)
④ 장학증서 수여식 : 2022. 2. 18(금) 예정
※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증서 수여식에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 면접 당일에 면접용 사진촬영이 있을 예정이며, 선발되지 않은 경우 폐기됩니다.
※ 선발일정은 재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면접은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르며,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 070-4827-0550, 2907, 2909 / help@miraenanu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