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신청방법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3, 4학년 대상]

농식품인재 장학금
[1, 2학년 대상]

▼ ▼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접속 후, 『학생장학시스템』이동

▼ ▼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선택 및 신청

『농식품인재 장학금』 
선택 및 신청

▼ ▼

(대학) 장학금 신청 확인

▼ ▼

(재단) 1차 서류심사 (재단) 심사

▼

(재단) 2차 면접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함)

▼

보증보험료 납부 

▼

최종 장학생 선발

대폭 확대된 
장학금 지원받고,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꿈을 맘껏 펼치세요!

대폭 확대된 
장학금 지원받고,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꿈을 맘껏 펼치세요!2019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앙로 585 5층 농어촌희망재단
TEL. 02-509-2114   FAX. 02-576-2245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3, 4학년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농식품인재 장학금

1, 2학년 학기당 250만원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영농 또는 농식품산업분야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양성

※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이 ’19년 2학기부터 1, 2학년 대상으로 변경

※ ’19년 2학기 신규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 계속 지원 가능)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19년 2학기 신설 장학금)

농업·농촌·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의 인재 양성과 
졸업 후, 영농 또는 농식품산업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3·4학년은 1·2학년은

지원대상

❖  농업계대학/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년 2학기: 1979.1.1 이후 출생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70점 이상인 자

지원인원 : ’19년 2학기 500명 내외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원조건

❖  졸업 후, 영농 또는 농식품산업분야에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취·창업 의무종사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횟수 x 6개월)

❖  재학 중 영농활동 관련 의무교육 30시간 이수(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19년 6월 27일(목)~7월 9일(화),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선발절차

  온라인 신청        대학확인        서류심사(재단)        면접심사(재단)   

     보증보험료 납부        최종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진행

지원대상

❖   농업계대학/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 중인 1학년 2학기~2학년 학생   
(전문대 제외)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인 자

지원인원 : ’19년 2학기 850명 내외

지원금액 : 학기당 2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19년 6월 27일(목)~7월 9일(화),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선발절차

  온라인 신청        대학확인        심사(재단)        최종 선발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