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이탈리아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안내문
아래와 같이 이탈리아 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 양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인을 위한 장학금 총 개월 수 : 40 개월 (장학생들에게 분할 수여)
2. 장학금 월 수령액: 1 개월에 700 유로
3. 접수기한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동일);
-

on -line 접수기한 : 2010 년 2 월 22 일 부터 2010 년 3 월 31 일까지(http://borseonline.esteri.it/borseonline/it/index.asp),

-

on-line 접수 후 관련 서류 제출기한:
on - line 으로 먼저 접수한 서류는 4 월 10 일 이전까지 아래의 서류와 함께 봉투에
반드시 “이탈리아 정부 장학금 지원서” 라고 명시하여 주한이탈리아 문화원에 4 월
10 일 까지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주한이탈리아 문화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14 번지 일신빌딩 3 층, 우편번호: 140-894);
1.
a.
b.
c.
d.
e.
f.
2.

4.

신규 신청자:
on - line 지원서: 3 월 31 일 안에 on-line 지원서 제출 (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
on - line 으로 제출한 지원서를 인쇄하여 여권사진 부착, 날짜기입, 서명하여
원본 1 부를 문화원으로 2010 년 4 월 10 일 안에 도착하도록 제출
학위증명서 (영문, 국문일 경우 이탈리아어 번역문 첨부)
성적 증명서 (영문, 국문일 경우 이탈리아어 번역문 첨부)
학업 계획서 (이탈리아어 혹은 영어로 작성)
2 개 대학 또는 2 분 교수님의 추천서 (이탈리아어 혹은 영어로 작성)

연장 신청자 :
a. on - line 지원서: 3 월 31 일 안에 on-line 지원서 제출 (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
b. on - line 으로 제출한 지원서를 인쇄하여 여권사진 부착, 날짜기입, 서명하여
원본 1 부 문화원으로 2010 년 4 월 10 일 안에 도착하도록 제출
c. 해당학교에서 발행한 학업이수 증명서 혹은 본인이 치른 시험과목에 관련된
확인서
d. 학업계획서 (이탈리아어 혹은 영어로 작성)

지원자격: 지원자들은 모두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 이해 능력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반드시 이탈리아어 이해 , 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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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
지원자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이탈리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학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2008-2011 년도 대학 지원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http://www.miur.it/).
3. 나이제한
35 세 이상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본 나이제한은 이탈리아어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나 교수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몇몇 학교들의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다른 나이제한이 있기도 함으로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나이 제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립영화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나이제한은 27 세
입니다).
5. 안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14 번지, 일신빌딩 3 층,
주한이탈리아문화원 140-894
Tel. 82.2.796-0634, Fax. 82.2.798-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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