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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9.(화) 11:00

배포 일시 2022. 11. 29.(화) 09:00
11. 30.(수) 조간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오미란 (044-201-1565)

농촌여성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우미옥 (044-201-1566)

2023년 1학기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 청년창업농(3, 4학년), 농식품인재(1, 2학년), 농업인자녀 장학금 -

주요 내용

□ 장학금 종류

장학금 종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청년창업농육성
3~4학년

(전공무관)
만 40세 미만

+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
등록금전액
+ 250만원

농식품인재
1~2학년

(농식품계열학과)
- 최대 250만원

농업인자녀
1~4학년

(전공무관)
농업인 자녀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50~350만원

□ 장학금 신청

 ○ 기간: 2022년 12월 19일 10시부터 2023년 1월 4일 17시까지

 ○ 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

 ○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상담센터(02-509-21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 규모는 135.6억 원으로 대학생 4,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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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를 

해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구간(다자녀 가구 포함)의 경우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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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 1학기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2년 12월 19일 10시부터 2023년 1월 4일 17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3년 2월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www.rhof.or.kr)에 발표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및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2. 홍보 안내문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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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지원 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재학 중인 대학 3학년생 이상  

-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

     * 정규학기 초과자도 지원

○ (지원 규모) ‘23년 1학기 800명 내외, 3,600백만원

○ (지원 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학업장려금 :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성 지원금

○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 6개월 동안 농림축산

식품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유지

 농식품인재 장학금

○ (지원 대상)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2학년생

○ (지원 규모) ‘23년 1학기 460명 내외, 1,150백만원

○ (지원 내용)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 (지원 대상) 부모가 농업인인 대학 재학생

     * 기초~차상위구간은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지급

     * 정규학기 초과자 지원

○ (지원 규모) ‘23년 1학기 1,015명 내외, 2,030백만원

○ (지원 내용) 학기당 50~350만원(소득·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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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홍보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