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CJ음악장학생(음악대학원 부문) 모집 공모요강>
1. 조직
CJ음악장학사업은 CJ문화재단이 주최 및 주관한다.

2. 목적
첫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음악 인재 발굴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세계 무대에 도전할 미래 음악
인을 양성한다.
둘째, 장학생 참여형 협력 사업 확대로 음악 전공 음악인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3.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대중음악 전공인 자 (연주자에 한함)
- 해외소재 주요 음악대학원 석사 혹은 박사 입학예정자('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에 한함)

4. 참가 신청 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19.6.19~ 19.07.10 오후 2시까지
(1-1) 1차 서류심사: 19.07.11~19.07.18
(1-2) 2차 실연심사: 19.07.29 (월)
(1-3) 최종 선정 장학생 발표: 19.07.30 (화)
(1-4) CJ장학금 수여식 및 Welcome Dinner: 8월 첫째주
(2) 접수방법: CJ아지트(www.cjazit.org) 홈페이지 접수
(3)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CJ문화재단 홈페이지(www.cjazit.org) > 입력]
- 음악대학원 합격 Letter (합격 통지서, 이메일 통지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8년 1월~12월, 부양자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추천서 1부(최근 졸업 및 재학 교육기관의 담당 교사 혹은 교수)
* 사본 제출 후 최종 합격시 원본 제출
(4) 유의 사항
- 허위, 착오 내용을 기재하거나 필수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정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파일명은 띄어쓰기 없이 아래형식으로 통일하여 제출
. 음원 2곡 (zip 압축파일, 자유곡 1곡, 창작곡 1곡): 음원_본인이름 (예: 음원_홍길동)
. 음악대학원 합격 Letter: 합격_본인이름 (예: 합격_홍길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서_본인이름 (예: 확인서_홍길동)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_본인이름 (예: 등본_홍길동)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_본인이름 (예: 가족_홍길동)

. 추천서: 추천서_본인이름(예: 추천서_홍길동)
- 모든 문서는 최종 합격 시 원본 제출 필수
- 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제출서류 등을 압축해서 함께 올리면 안됨)
-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모두 폐기됨
- 주최측 사정에 따라 모집 및 심사 등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5.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실연 심사 - 최종 발표 - CJ장학금 수여식 및 Welcome Dinner

6. 지원 내역
- 장학금: 1인 기준 학기당 5,000달러 (연간 총 10,000달러)
- 수여 기간: 최대 3년. (매 학기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 충족시 1학기씩 추가 연장)
- CJ음악장학증서 제공
- CJ문화재단 공연 및 음악 교육등 지원사업 우선 자격부여
- 장학생 음악 활동 (스튜디오 녹음, 공연 공간 지원 등) 및 홍보마케팅 지원

7.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
- 매 학기 등록확인서 제출
- 매 학기 1곡 영상 및 음원 제출, 장학생 활동 리포트 제출 (CJ문화재단 지정 포트폴리오 양식)
- 직전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 유지 (매 학기 Official 성적표 제출)
- 휴학, 중퇴 또는 타 학교로의 편입 없이 학업 지속해야함 (군휴학 제외)
- 졸업/귀국 시 최소 1개월 전 CJ문화재단에 통지하여야 함 (이메일)
- CJ장학금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8. 일반규정
위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주최측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위의 규정은 참가신청서를 CJ음악장학사업 주최/주관사인 CJ문화재단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
다.
※ CJ음악장학사업 (음악대학원 부문) 지원 안내 및 신청 링크: https://bit.ly/2qkECIX
※ CJ음악장학사업 (음악대학원 부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https://bit.ly/2IXU9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