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소상임위원회】 

2019 년도 렘넌트장학금 신청 안내 
 

 

 

각 교회 전도자 여러분! 

 

2019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일본의 오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우승을 하여, 세계 

랭킹 1 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선수는 미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본을 대표하여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녀가 미국 테니스 협회에 후원을 요청하였을 때, 그녀의 현실과 성적은 형편이 

없었기에 후원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무명시대 때부터 후원을 지속해준 일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지금 일본대표로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렘넌트들은 앞으로 일본뿐 아닌, 전 세계를 복음화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진행하는 렘넌트가 있는 반면, 아직 

본인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렘넌트도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이 

부담이 되는 렘넌트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 렘넌트 장학 사업은, 2018 년부터는 일본 내의 모든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전 세계를 살릴 

RUTC 운동의 주역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렘넌트를 발굴 및 지원하여, 

세계복음화의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시스템을 목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렘넌트들이 어려움 없이 지도자의 힘을 갖추고, CVDIP 의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작은 힘이라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각 

지역의 렘넌트들이 그 다음 세대를 꿈꾸며 렘넌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전도자 분들이 힘을 합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본 렘넌트 장학금 신청기간에, 교회 내의 렘넌트들이 차질 없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Ⅰ． 신청 대상 

 ・일본 국내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렘넌트. 

 

Ⅱ． 신청 방법 

 ・www.j-remnant.net/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작성한 신청서류와 필요서류(증명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  

 

Ⅲ． 신청 서류 

 ・장학금 신청서(비전・포럼・담임목사 추천 등 포함). 

 ・장학금 신청자 서약서 

 ・2018 년도 성적증명서. 

 ・그 외의 본부훈련 수료증, 수상증명, 수상실적, 어학 자격증 등(선택서류). 

 

Ⅳ．추진 일정 

 ・신청 기한：2019 년 2 월 1 일～2 월 18 일 

 ・심사/선발：2019 년 2 월 19 일～3 월 7 일 

 ・일본 소상임위원회 보고：2019 년 3 월 8 일 

 ・발표：2019 년 3 월 11 일～23 일(각 교회로 연락) 

 ・수여식：2019 일본 렘넌트 대회 중 

 ・장학금 지급：2019 년 4 월 초 

 

Ⅴ．심사 기준・방법 

 ・OMC 장학위원회(한국)에서 OMC 장학사업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Ⅵ．서류 보내는 곳/문의처  

 ・〒115-0055 東京都北区赤羽西 1-34-2 玉川ビル 1 階 東京インマヌエル教会 

 ・☎：090-8307-0744, E 메일：sseii@ymail.com, 담당자：강성현 목사 

※ 신청 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Ⅶ．장학기금 후원 입금처  

 ・ みずほ銀行、 店番:２０３、 店名:赤羽支店、 預金種目:普通、 
口座番号:2263006、 KANG SUNGH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