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및 방법 문의처

· 신청기간 및 서류 제출기간 : 2016. 1. 25(월) ~ 2016. 2. 5(금) 18:00까지 (24시간 신청)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장학금 신청

    ※ 기부처별 신청자격을 고려하여 1개만 신청

    ※ 장학생 선발기준 및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문의전화 : 1599-2290 

지원유형 기부처 신청자격 선발인원 장학금액 지원기간

생활비

지원

대한LPG협회
·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으로 잔여 2개 학기 이상인 자

·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 기사 가정의 자녀
273명 선발

200만 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2개 학기

('16. 1학기 ~ '16. 2학기)

신임경찰
·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경찰 관련 학과 재학 중인 자
23명 선발

200만 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1개 학기

('16. 1학기)

한국화웨이
· 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 이상인 재학생으로 잔여 4개 학기 이상인 자

· IT·컴퓨터·통신·전자 관련 공학계열 전공자
10명 선발

250만 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4개 학기

('16. 1학기 ~ '17. 2학기)

세계한인회장단
·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으로 잔여 2개 학기 이상인 자 

· 다문화·북한이탈주민·장애인 가정의 자녀 또는 본인
12명 선발

200만 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2개 학기

('16. 1학기 ~ '16. 2학기)

한국투자공사
·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2명 선발

250만 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2개 학기

('16. 1학기 ~ '16. 2학기)

등록금

지원

구찌코리아

· 국내 4년제 대학교 2, 3학년 재학생으로 잔여 2개 학기 이상인 자

· 패션·의류·의상·섬유 관련 패션계열 전공자

· 실기평가가 가능한 재학생

9명 선발
500만 원

(등록금 범위 내 지원)

2개 학기

('16. 1학기 ~ '16. 2학기)

둔남장학금 · 동서울대학교 재학생 15명 선발
200만 원

(등록금 범위 내 지원)

1개 학기

('16. 1학기)

넥슨코리아
· 2014년도 12월 선정된 고등학생 중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

· 세월호 유가족
8명 선발

등록금 전액

(등록금 범위 내 지원)
졸업 시까지

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기부금)

2016년도 1학기 선발계획 공고

한국장학재단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과 뜻을 모아

청년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푸른등대” 기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를 통해 모집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교육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랑드림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학기에도 사랑드림장학사업을 후원해주신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사랑드림장학생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발 계획을 공고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푸른등대 기부금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확대하여

대학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6년 1월 25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푸른등대지기

양재호

권순애

청년의 꿈을 비추는 기부,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와 함께 하세요  l  기부상담 : (개인) 02-2259-2621, (법인) 02-2259-2622, (ARS 익명기부) 060-700-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