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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장학기금 운영 안내

1. 설립 경위 및 목적

□ 1981년 한․미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100만불을 기금으로 

한인 장학기금을 설립하였음. 그 후 5회 추가출연(‘85년 50만불, ’03년 80만불, ‘08년 21만불, 
’09년 24만불, ‘10년 15만불)으로 현재 290만불로 운영되고 있음

□ 이 장학기금은 한국(계)학생(부모중 1명이 한국인인 경우 및 한국계 입양학생 포함)으로서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동포사회 및 조국의 장래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장학금 지급실적(‘82-’17): 3,086명

3. 장학기금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 미국 지역 >

□ 운영위원회 : 장학기금 관리 및 운영

○ 위 원 장 : 주미대사

○ 위    원 : 주미공사 및 각 지역 총영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애틀, 애틀랜타, 휴스턴, 호놀루루)

○ 간    사 : 주미교육관

□ 심사위원회 : 장학생 심사 및 추천

○ 대 사 관 : 중앙심사위원회 ○ 총영사관 : 지역심사위원회

 < 캐나다 지역 >

□ 운영위원회 : 장학기금 관리 및 운영

○ 위 원 장 : 주캐나다대사

○ 위    원 : 주캐나다대사관 공사 및 각 지역 총영사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 간    사 : 주캐나다대사관 총영사

□ 심사위원회 : 장학생 심사 및 추천

○ 대 사 관 : 중앙심사위원회 ○ 총영사관 : 지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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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학생 모집 요강

1. 선발 주요 일정

가. 지원서 접수 : 4. 26(목) - 6. 20(수) ※마감일자 우편소인 유효 

나. 지역공관 심사 : 6. 25(월) - 6. 27(목)

다. 대사관 중앙심사 : 7. 9(월) - 7. 12(목)

라. 장학금 지급 : 9. 17(월) 이후 ※ 실제 수령일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장학금액 : 1인당 1,000불 (1년간)

  o 우수 장학생  2,500불(2명 내외), 일반장학생 1인당 1,000불 (1년간)
                o 장학생 중 우수 에세이상 수상자(3명)는 각 500불 상금 추가 지급 

3. 2018년도 선발인원

가. 총 장학생수 : 6명 

나. 선발 분야

 

구  분
(Classification)

분   야   별
(Fields)

분류기호
(Applicant's Code)

일반장학생

동 포 학 생
Korean-Canadian

대   학
(Undergraduate) CC  

대학원
(Graduate) CG

한국 유학생
Korean

대   학
(Undergraduate) KC

대학원
(Graduate) KG

예  능  계
장  학  생

음          악 (Music) SM

미          술 (Art) SA

입양 및 특별장학생 장 애 학 생 (Handicapped) 등/입양학생 HS

※ 분야별 배정인원은 지원자 수, 심사성적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동포학생은 캐나다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를 의미함

※ 한국 유학생은 학위과정 이수가 가능한 비자 소지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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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가.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정규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서 full-time으로 학위과정을 이수중인 
한인(Korean 또는 Korean-American) 학생으로 직전 1년(2017 가을학기와 2018 
봄학기*)의 대학(원) 성적(GPA)을 제출한 사람(다만,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접수일정상  봄학기 성적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봄학기 성적을 제출할 수 있음

 - 직전 1년간 GPA 3.0이상 (단, GPA는 4.0 기준)

 -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중 KHS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자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 진학예정자로서 대학 학부 재학 중에 KHS 장학금 수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나, 대학원 재학중 이미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불가)

나. 제출 서류(①~⑤는 공통, ⑥,⑦,⑧은 해당자만 제출) 

① 지원서(소정양식) 1부

※ 대사관 홈페이지(http://can-ottawa.mofa.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사용

② 성적증명서 1부(직전 1년성적, 대학 발행 원본이어야 함)

※ 성적(GPA)은 지원서 제출 당시 직전 1년간의 성적표를 제출하되, 4.0 기준으로 환산된

(graded credits, not Pass or Fail) 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GPA 만점이 4.0이 아닌 

경우 지원자가 4.0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한 성적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성적(GPA)의 경우 Pass or Fail은 인정하지 않음

③ 추천서(소속학교 교수) 1부 - (가급적 대학 Seal이 있는 용지 사용 권장)

④ Essay 1부 (500단어 이내 : 영문 12 point, double space)

※ 에세이는 영문으로 본인 자신이 다음 제목으로 작성함

         - Tell us about you and your future plan
         - My experience and future perspective in the globalized world

       ※ 우수 에세이 선정자의 경우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므로 유의하여 작성바람

⑤ Résumé 1부 (입상실적, 특별활동, 봉사활동, leadership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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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의 경우 Research Publications, Presentations 등의 Information을 기재

※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특히 대학원 입학 예정자의 경우 입학허가 관련 증
빙서류 포함)

⑥ 예능계 장학생 지원자만 제출: 미술 부문 지원자는 본인 작품(Work Image에 작품 Size, 
Medium, 작업년도 기입) 10매를 저장한 CD 1매, 음악 부문 지원자는 본인의 연주모습

(20분 분량)을 저장한 DVD(※ Video 혹은 녹음테이프는 안됨) 1매를 반드시 다음 3가지 

포맷 중의 하나를 선택․저장하여 제출 

         - Windows Media Player, QuickTime Player, GOM Player

            ⑦ 입양학생 또는 장애자 학생 제출: 입양사실 또는 장애자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출생증명서, 입양사실증명서 등 :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자 단체 추천서, 기타 심사위원이 인정할 서류 등)
⑧ 한국어능력 가산점(5점 이내) 대상자(해당자만 제출)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포학생“에 한하며, 다
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

※ 캐나다 등 외국 소재 고둥학교에서 한국어과정 수강 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 1부 (B+ 이상)

※ SAT II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받은 성적표 사본 (700점 이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받은 한국어능력인증서 
사본 (5등급 또는 6등급)

5. 선발 절차

가. 일반 장학생(CC, CG, KC, KG) 

신청 →
대학 소재지 관할 총영사관

(오타와지역은 주캐나다대사관)
→ 총영사관 지역심사 →

대사관 중앙심사 위원회(최종) → 운영위원장 확인 → 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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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능계/ 입양 및 특별 장학생 (SM, SA, HS)

신청 → 주캐나다대사관 → 대사관 중앙심사 위원회 →

운영위원장 확인 → 확 정

  다. 우수 장학생 및 우수 에세이상

     주캐나다대사관 → 주미대사관 
중앙심사위원회 심사 →   확정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나. 대학원 진학예정자의 경우 진학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 우수 에세이상 수상자의 에세이는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할 예정임

 라. 자격 미달자, 재미한인장학기금 기 수혜자의 서류는 심사하지 않으며, 심사 내용은 공

개되지 않음

마. 지원서는 일반장학생의 경우 대학소재지 관할 총영사관(오타와지역은 대사관)에, 예능계, 

입양 및 특별 장학생의 경우 대사관으로 각각 제출하기 바람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캐나다대사관 또는 각 총영사관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2017년 4월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

   (재미한인장학기금 캐나다 지역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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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awa

Korean Embassy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K1N 5A6

Tel. (613) 244-5010

Ottawa

Nunavut Territory

Montreal

Korean Consulate General

1250 René-Levésque Boulevard 

West, Suite 3600,

Montreal, Quebec H3B 4W8

Tel. (514) 845-2555 

Quebec

New Brunswick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Newfoundland

Toronto

Korean Consulate General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M4V 2J7

Tel. (416) 920-3809

Ontario(except Ottawa)

Manitoba

Vancouver

Korean Consulate General

1090 Georgia Street West 1600,

Vancouver, British Columbia 

V6E 3V7

Tel. (604) 681-9581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Yukon & NW Territories

업무 담당 기관 및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