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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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 2020년 1학기 정기모집 안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경기도 고양시, 3호선 원흥역 인근)에서
2020년 1학기 신규 기숙사생을 모집합니다.
□ 2020년 1학기 정기모집 일정
○ 신청기간: 2020. 1. 6.(월) ~ 1. 16.(목) 자정까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개별 신청
○ 2020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소득, 지역, 재학여부 무관하게 선발 가능(단, 공실이 발생 시 후순위로 선발)
- 학교별 정원 확대(기숙사 정원의 15%(148명) → 기숙사 정원이 20% 이내(197
명))
- 단기대여 신설(기관 등의 행사(10인 이상)로 인해 5박 이하 단기대여 가능)
- 가족실 이용대상 범위 확대(공공기관, 지자체, 정부기관, 대학교직원 가능)
※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요청사항
- 기숙사 거주를 원하는 학생에게 해당 내용 안내
-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홍보 자료 게시(붙임 2, 3, 4, 활용)
- 홍보 자료 우편 수령 시 교내 게시(수도권 지역 대학에 한함)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주거장학금)」 대학 모집(수도권 소재 대학
에 한함)
○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거주 중인 소속 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 및 대학 기숙사
수용율 제고 가능
○ 주거장학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숙사생 추천권

소속 학생 우선 선발이 가능한 추천권 제공(교내 기숙사 과대 경쟁률
해소)

기숙사수용율

주거장학금 수혜인원에 대한 교내 기숙사 수용률 인정(정보공시 반영)

주거장학금

매월 10일 이상 거주한 학생에 한하여 대학 자체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학기 말 주거장학금(월 5만원) 지급(학기별 1회, 대학→학생, 대학

자체 재원)

○ 업무협약 및 대학생 연합기숙사 관련 문의
- 기숙사사업부 기숙사운영팀(031-920-7207~8)
붙임 1.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 2020년 1학기 정기모집 안내 1부
2. 2020년 1학기 정기모집 홍보 포스터 1부
3. 2020년 1학기 정기모집 홍보 리플렛 1부
4. 2020년 1학기 정기모집 홍보 브로슈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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