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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중학교

2022년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교무실

031-323-6214

행정실

031-323-6213

FAX

031-323-621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더 자세한 장학금 안내자료는 용천중학교 홈페이지 > 열린학교 >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장학사업 개요
구분

선발 대상

선발 인원
장학 금액(1인)

학업장학
초·중·고등학생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초(160명),중(150명),고(130명)
초(60만원), 중(100만원), 고(200만원)

▸학업장학
- 소속학교 학교장, 지자체 및 주민센
터장, 다문화 및 사회복지 기관(단
체)장
추천자격
(용천중학교장
추천서는 5월
16일까지 담
임선생님께
요청해야 학
교심사 후 직
인 발급 가능)

주의사항
▸담임교사 및 기관 실무자 추천
불가(추천서 작성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추천자가 될 수 없음)
▸추천 학교 및 기관(단체)의 ‘직인’
이 날인되어야 하며, 개인 도장날인
및 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 추천서는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스
캔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하게 되므
로, 추천자(기관)으로부터 서면 형태
의 원본이 아닌 파일형태로 제공 받
아도 무방함.

특기장학
8세~25세(1998년생~2015년생)
･재학 여부 관계 없음
･특기 및 재능 보유 다문화가족 자녀
･최근 3년 이내(2020~2022) 전국 규모
이상 대회 입상 실적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실적자료 제출
30명
500만원
▸특기장학
- 소속학교 학교장, 소속대학 총장(지도
교수 및 학과장 포함), 특기·재능 관
련 전문기관장, 지자체 및 주민센터
장, 다문화 및 사회복지기관(단체)장
*특기·재능관련 전문가 기준
: 지원하는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박사학위 소지자, 수상대
회 개최 기관장
주의사항
▸담임교사 및 기관 실무자 추천
불가(추천서 작성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추천자가 될 수 없음)
▸추천 학교 및 기관(단체)의 ‘직
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개인 도장
날인 및 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단,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
로 활동하는 추천자의 경우에 한
해 개인도장 및 서명 인정되며, 전
문가로서 입증이 가능한 자료 필
수 제출)

※ 자격 및 추천서 양식, 유의 사항 등 상세 내용 용천중학교 홈페이지 > 열린학교 > 공지사항 참고

2. 신청 방법
1) 학업장학: 온라인 신청(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생 본인 이름으로 신청)
2) 특기장학: 온라인 신청(상동) 후 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
3. 신청 기한 (용천중학교장 추천서는 5월 16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요청해야 학교심사 후 직인 발급 가능)
1) 온라인 신청: 2022.5.3.(화) ~ 5.20.(금) 17:00까지(추천서 직인 발급 후 신청 가능)
2) 특기장학 원본서류 발송: 2022.5.23.(월) 소인(발송분)까지 인정(추천서 직인 발급 후 신청 가능)
(0463)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20층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앞
4. 신청 문의
1) 채팅상담(공통):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채널톡’
2) 학업장학: 희망친구 기아대책(사회혁신팀)(☎ 02-2085-8391~4)
3) 특기장학: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무국(☎ 02-2125-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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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천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