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023 브루나이 정부초청 장학생

(Brunei Darussalam Scholarship) 선발요강

※ 지원 시 반드시 국문 선발 요강, 선발안내 사이트의 세부사항, Announcement for 2022/2023 

Government of Brunei Darussalam Scholarship(영문), FAQ(영문), 지원서의 “Instructions to 

applicants”을 숙지한 후 지원 바람. 지원자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브루나이 정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이 책임지지 않음

1. 선발 과정 : 디플로마, 학사 학위 및 석사 학위 과정 

2. 지원 가능 대학 목록 

대학명 공식 홈페이지 지원 가능 과정 및 지원자격 안내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www.ubd.edu.bn 

http://www.mfa.gov.bn/PublishingImages/Pages

/bdgs/bdgs2022/UBD%20-%20Programmes%2

0Offer%20for%20BDGS%202022-2023.pdf 

Kolej Universiti Perguruan 

Ugama Seri Begawan
www.kupu-sb.edu.bn 

http://www.mfa.gov.bn/PublishingImages/Pages

/bdgs/bdgs2022/BDGS2022%20KUPU%20SB.p

df 

Universiti Islam Sultan 

Sharif Ali
www.unissa.edu.bn 

http://www.mfa.gov.bn/PublishingImages/Pages

/bdgs/bdgs2022/UNISSA2022.pdf 

Universiti Teknologi Brunei www.utb.edu.bn 

http://www.mfa.gov.bn/PublishingImages/Pages

/bdgs/bdgs2022/UTB%20-%20List%20of%20pr

ogrammes%20UTB%20for%20July%202022-202

3%20Academic%20Year.pdf 

Politeknik Brunei www.pb.edu.bn 

http://www.mfa.gov.bn/PublishingImages/Pages

/bdgs/bdgs2022/PB%20-%20Entry%20Requirem

ents%20(ER%20JUL%202022%20FOR%20MFA).

pdf 

3. 지원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브루나이 영주권자는 지원불가

  나. 디플로마&학사(18세~25세), 석사(35세 미만) ※ 2022.7.31.기준

  다. 지원하려는 대학 및 지원 과정의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자

   ※ 각 대학의 지원 가능 과정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대학별 홈페이지, 

지원 가능 과정 및 지원자격 안내 페이지 확인



4. 장학금 : 학비면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생활비(BND 500/월), 식비(BND 150/월), 서적구입비 

(BND 600/년) 등

  

5. 제출서류 

  * ‘가’, ‘나’, ‘다’, ‘라’의 제출서류는 한 개의 폴더에 넣어 압축파일로 제출

    (파일명예시: 브루나이-디/학/석-홍길동.zip)

  * 전체 스캔 압축파일 용량은 반드시 10MB 미만으로 제작

  가. 지원서 : Application form 참조 (붙임3)

   ※ 지원서의 모든 문항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된 지원서는 지원불가

   ※ 지원서의 page13과 page14 는 작성하지 말 것

   ※ 워드문서 파일로 제출

  나. 각종 제출서류(Application form page1 - Instructions to applicants 참조)

   ※ 영어로 작성/발급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영어번역본을 함께 제출

   ※ 요구되는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모두 제출

   ※ 요구되는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각각의 pdf 스캔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스캔파일은 접수불가

   ※ 지원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TOEFL 또는 IELTS 성적증명서 제출

  다. 2022-2023 브루나이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자 명단(엑셀) : (붙임4)

   ※ 영문으로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5)

   ※ 작성 후 반드시 자필서명하여 제출 

6. 지원방법 및 지원마감일

  - 2022년 2월 10일 (목)까지 niied1382@korea.kr로 압축 파일 송부

  - Universiti Brunei Darussalam(UBD) 지원자는 https://apply.ubd.edu.bn/orbeon/uis-w

elcome/ 접속하여 온라인 지원서도 반드시 작성 완료해야 함

7. 기타 사항

  - 지원자는 반드시 http://www.mfa.gov.bn/Pages/bdgs/bdgs2022.aspx 에서 관련 

세부사항을 충분히 확인 및 숙지한 후 지원할 것

8. 문의처

  ○ 브루나이 외교부 

    이메일: queriesBDGS2022@mfa.gov.bn 

  

  ○ 국립국제교육원 국제장학센터

    전화: 02-3668-1389 / 이메일: niied138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