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語） 

2021 년도 

정주 외국인 학생 장학금(급부제 고등학교 진학 장학금) 

모집 안내 
 

장학금의 목적  

 이 장학금의 목적은, 일본 이외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일본에 정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통해 일본 이외의 나라에 뿌리를 둔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도 

당연히」미래의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도록 , 또 같은 배경을 가진 다른 학생들도 이를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장학생을 모집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바입니다.   

 

1.  장학생 모집 인원수   

3 명 정도  

 

2.  지급 금액      

15,000 엔/월(급부)     

(재학 기간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등전문학교는 3 년간 지급 합니다)  

 

3.  신청 자격  

다음의(1)~(5)의 조건 모두를 만족시키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1）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 또는 보호자 중 한 명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경제적으로 어려움 

（3） 고등학교 재학시에 효고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2021 년 4 월부터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고, 졸업할 의욕이 있음 

（중퇴했을 경우에는 원칙상 환불받기로 되여있습니다）  

（5） 이 장학금을 위한 이벤트나 학습 지원 자원봉사 활동, 보고회 등의 모임에 참가할 의욕이 

있음 

 

4.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1 부 (지정된 용지에 기입할 것)  

（주）신청자 본인이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일본어 추천서（지정된 용지에 기입할 것）： 1 부  

（주）재적한 학교의 담임 선생등 ,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추천서의 제출이 어려운 분은 상의해 주십시오.  

（3） 통지서 복사(전부) 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복사를 제출 

 

5.  신청 기간  

신청서는 정주 외국인 학생 장학금 실행 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 십시요. 

우편으로 보내신 것만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 

2021 년 3 월 1 일(월요일)~2021 년 3 월 3０일(화요일)(필착) 

 

6.  심사 방법  

（1） 서류 심사후, 면접을 합니다.  

*  면접 심사를 받게 될 학생에게는, 4 월 1 일(목요일),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 번호, 또는 휴대 전화 

번호로 연락 드립니다. 

*  서류 및 면접 심사에 합격되지 않은 학생에게는,서면으로 연락 드립니다. 

 

（2） 면접 심사  



면접 심사 

2021 년 4 월 4 일 (일요일) 13：00 부터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장학생 발표  

 장학생 결정이 끈난 후, 선발 된 장학생에게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전화 번호 또는 휴대 전화로 

연락 드립니다.  

 

장학생 발표일 

2021 년 4 월 8 일(목요일) 

  

8.  기 타  

（1）  접수 기간 후에 도착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신청시에 제출한 이름, 주소, 그 외의 개인정보는, 「정주 외국인 학생 장학금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만 이용할 것이며, 엄밀히 관리하겠습니다.  

（3）  보내 신 서류 중 응모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4）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급부가 시작된 경우일지 라도, 전액 반납해 야 

됩니다 

 

 

 

서류 보내실 곳 • 문의 

定住外国人子ども奨学金実行委員会 

〒653-0038 神戸市長田区若松町 4-4-10アスタクエスタ北棟 501 

NPO法人 神戸定住外国人支援センター（KFC）気付 

  TEL078-612-2402 FAX078-612-3052 E-Mail kfc@social-b.net 

  http://www.social-b.net/kfc/schola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