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OWN NEWS 13March 1, 2021   Vol. 1357커뮤니티 소식

한국 정부, 2021년도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에서는 국제교육교류 촉진 및 국가 간 우

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1년 대한민국정

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GKS-G)을 

모집한다.

모집 과정은 ●석사 과정: 총 3년(한국어

연수 1년 + 학위과정 2년) ●박사 과정: 총 

4년(한국어연수 1년 + 학위과정 3년)이며 

미국 선발 인원은 15명이다.

지원자격은 ●지원자 및 부모가 모두 외

국국적을 가진 외국인(한국국적을 가진 이

중국적자는 지원 불가) ●만 40세 미만인 

자(1981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 시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

는 2021년 8월 31일 기준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 평균 평점(GPA)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 80%이상인 자 등이다.

장학금으로 초청 기간 동안 왕복항공료, 

월 생활비 및 연구비, 등록금 및 어학연수

비, 건강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지원서는 LA총영사관 등 거주지역 해당 

공관에 제출해야 하며, 공관 심사를 거쳐 

장학생 후보자로 추천된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지원자는 3월 12일(금)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원

분 1부와 심사용 복사본 3부를 공관 방문 

혹은 우편(Korean Consulate General in 

LA,Attn: Education Dept.,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을 통해 제

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LA총영사관 홈

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s-

losangeles-ko/index.do)-뉴스-공관새소

식’이나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

studyin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 치노힐스 
코딩업체 방문

스몰비즈니스 지원책 모색 차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

영 김 연방하원(공화, 가주 39지구)이 지

난달 23일 스몰비즈니스 지원책 마련을 위

해 치노힐스에 위치한 코딩교육기관인‘코

드 닌자(Code Ninjas)’를 방문하고 직원들

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스몰비즈니스 지원을 위

한 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그랜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미국인들

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연

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장 내 안

전조치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한반도가 남

북으로 분단된 이후 지금까지 7차례의 영

상 상봉을 포함해 28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이 있었지만 미주 한인 이산가족은 참여하

지 못했다.”며 미주 한인들을 위한‘이산가

족 상봉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미셸 박 스

틸 의원, 앤디 김 의원 등 21명이 초당적으

로 참여했다.

▲ 사진=페이스북(U.S. Representative Young Kim)

OKTA LA, 창업 준비자 위한
세미나 개최

‘코리안복지센터’,
이민 정책 관련 설명회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

무역협회(회장 최영석, 

OKTA LA)가 창업 준

비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3월 3일(수)

과 3월 10일(수) 오후 5시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먼저 첫 날인 3월 3일에는 ●‘실전

을 통한 창업 Know-how 및 경험

을 통한 창업 안내’라는 주제로 ●

박승남 Pokebar/Katsubar 공동대표

가‘나의 창업 이야기-소자본으로 

창업하는 방법’●주윤호 Pokebar/

Katsubar 공동대표가‘성공을 위한 

창업 전략-타겟 마켓 파악이 성공

의 비결’●김준경 LG Livart 대표

가‘창업 아이템 선정 및 창업 전략’

이란 제목으로 강연한다.

또‘창업 경제 환경’이란 주제로 

●김현태 한미은행 SVP가‘금리, 환

부에나파크에 위치한‘코리안복

지센터’가 최근 변화한 일련의 이

민 정책과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DACA(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 그리

고 공적 부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한다. 설명회는 3월 5일(금) 오전 10

시부터 11시 반까지 화상 애플리케

이션 Zoom으로 진행된다.

‘코리안복지센터’측은 지난 23일 

본보에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이

와 같이 밝히고 이민 관련 소식도 전

했다. 

‘코리안복지센터’측에 따르면 미 

율 전망 및 자금 조달 

환경’이란 제목의 강

연을 펼친다.

10일‘창업 준비-이

것은 알아야 한다’라

는 주제로 열리는 두 번

째 세미나에서는 ●스탠리 차 

SKC 회계법인대표가‘창업자가 알

아야 할 재정·회계 전략’●지니 양 

Pace Business & Loan Counselor

가‘사업자금 정부 지원 프로그램 

소개’●제임스 리 ACI Law Group 

컨설턴트가‘창업자가 알아야 할 

지적재산권’●김요한 Clerian, Inc 

대표가‘창업자를 위한 온라인 마

케팅 준비와 전략’이란 주제로 강

연한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oktala.

net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

가 링크는oktalausa@oktala.net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이민국이 이날 시민권 시험과 2020

년 12 월 1 일~2021 년 3 월 1 일 이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 자는 2020 

년 시민권 시험 (128문제 중에 20

개의 질문을 해서 14개 이상을 맞

추어야 함), 또는 2008 년 시민권 시

험 (100문제 중에서 10개의 질문을 

해서 6개 이상을 맞추어야 함) 옵션

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2021 년 3 

월 1 일 이후에 제출하는 지원자는 

2008 년 시민권 시험을 종전과 같

이 치르게 된다.

▶ 문의: (714) 449-1125

               jchoi@kcsin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