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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 요리 장학생 프로그램의 규약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지원자는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 장학생 선발에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2.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 내부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자는 평가되며, 지원자는 장학생 선발 결과를 수용한다.

3.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향후 르 꼬르동 블루의 학생
모델을 비롯한 모든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때 선발된 장학생들의 사진과 기사가 온/오프라인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다. 발생 가능한 홍보 활동은 아래와 같다.

4.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혜택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입학은 반드시 2019학년도 봄학기(3월)에 진행되어야 한다.

5. 1, 2위로 선발된 장학생은 요리 디플로마 프로그램 전 과정을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에서 수료해야 한다.
단, 해외 캠퍼스로 편입 시 수령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며,
상위단계 진학 시 휴학은 1회(1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다.

6. 1위로 선발된 장학생은 두 학기 분의 등록금이 면제된다. 
단, 두 번 째 학기 진학 시 출석, 성적이 아카데미에서 요구하는
수료 기준을 통과하여야만 장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수료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두 번 째 학기 진학 시
장학생의 혜택은 소실되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7.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의 요리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등록금으로만 지원된다.

8. 심사위원의 결정은 최종 결과이며, 지원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입학설명회 - 장학생 선발 설명회 
- 신문, 잡지를 비롯한 미디어 기사 - 홍보 인터뷰 

(고등학교 / 대학교)

(재학중 / 졸업예정 / 졸업)

[ ]

- 요리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서 (서명 첨부)
- 자기 소개서
- 입학 지원서 (사진 및 서명 첨부)
- 이력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병력확인서
- 최종학력 증명서
- 여권사본 (영문명)

- 만 18세 이상, 만 26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혹은 동등 학력 소지자

(2019년 3월 기준)
- 프랑스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분 

- 서류제출: 2019.01.01 - 01.27
- 서류 합격자 발표: 2019.01.31
- UCC 콘테스트: 2019.02.08
- UCC 합격자 발표: 2019.02.15
- 최종면접: 2019.02.23
- 최종발표: 2019.02.26 

1위(1명): 요리 디플로마 과정 중 두 단계(기초,초급) 등록금 및
입학금, 도구세트, 유니폼 (1,700 만원 상당)

입학금, 도구세트, 유니폼 (930 만원 상당)

(215만원 상당)

2위(1명): 요리 디플로마 과정 중 한 단계(기초) 등록금 및

3위(2명): 입학 시 입학금 및 도구세트, 유니폼 비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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