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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및 근거

  ㅇ 설립목적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국가인재육성에 

기여

  ㅇ 설립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연혁

  ㅇ 2009. 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ㅇ 2009. 5 : 한국장학재단 설립

  ㅇ 2009. 7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직접대출) 실시

  ㅇ 2010. 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실시

  ㅇ 2012. 1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실시

  ㅇ 2014. 1 : 다자녀(셋째아이이상) 대학생 학비 지원 실시

  ㅇ 2014. 7 : 저금리 전환대출 실시

  ㅇ 2015. 1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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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 조직

  ㅇ 3 본부 : 대출경영 ‧ 나눔경영 ‧ 협업 본부

  ㅇ 15부서 : 5실 10부

< 한국장학재단 조직도 >

 □ 인원

  ㅇ 정원 : 249명 (임원 4명, 직원 245명)

  ㅇ 현원 : 245.5명 (임원 4명, 직원 241.5명)

(단위 : 명, ‘15.8.31.기준)

구분 임원
정규직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정원 4 5 10 36 80 106 8 245 249

현원 4 3 11 37 79 97.5* 14 241.5 245.5

* 단시간근로자 3명은 1.5명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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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및 예산

 □ 주요 사업

  ㅇ 재단 사업은 크게 ◯1  국가장학금 지원, ◯2  학자금대출 지원, 

◯3  인재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

   - (국가장학금) 소득 및 취업 연계,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 (학자금대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 (인재육성) 유능한 국가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15년도 예산 : 10조 309억원

  ㅇ (수입) 정부출연금 4조 1,810억원1」, 차입금(재단채) 3조 9,092억원 등

1」국가장학금 3조 6,000억원, 근로장학금 2,095억원, 학자금대출지원 2,626억원 등

  ㅇ (지출) 맞춤형 국가장학금 3조 8,456억원, 학자금대출 2조 2,225억원 등

< ‘15년도 한국장학재단 수입 ․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계
삼성기부금 인재육성 기부금 수익

수

입

1. 정부출연금 4,180,956 -　 -　 　- -　 4,180,956

2. 차입금 3,909,200 　- 　- 　- 　- 3,909,200

3. 원리금회수 1,546,346 　- 200 　- 　- 1,546,546

4. 자체수입 56,432 4,162 783 12,935 2,907 77,219

5. 전입금 - - - - 770 770

6. 전기이월 87,959 192,664 21,792 13,753 - 316,168

합 계 9,780,893 196,826 22,775 26,688 3,677 10,030,859

지

출

1. 사업비 9,718,384 4,174 5,069 26,688 1,536 9,755,851

2. 재단운영비 51,946 -　 　- 　- 　- 51,946

3. 예비비 1,293 　- - 　- 　- 1,293

4. 전출금 - - 770 - - 770

5. 차기이월 9,270 192,652 17,706 　　- 2,141 22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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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주요업무 체계도 >

주요업무 주요사업 세부사업

□1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기부재원)

우수학생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연구장학금(대학원생)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2

학자금대출 

지원

학자금대출 공급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저금리 전환대출

학자금 상환 관리

▸상환 및 연체 관리

▸신용회복 지원

▸부채 감축 노력

□3

인재 육성

지원

차세대 리더 양성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대학생 지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다문화 ‧ 탈북 학생 멘토링

▸대학생 지식 봉사

대학생 연합기숙사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

Ⅱ. 주요업무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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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금 지원

1-1  소득연계형 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가. 국가장학금

< ‘15년도 국가장학금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 계획

계 36,000 17,667 18,333

Ⅰ유형 29,000 13,368 15,632

Ⅱ유형 5,000 3,449 1,551

다자녀(셋째아이) 2,000 850 1,150

 ☐ (지원유형)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로 구분하여 지원

  ㅇ (Ⅰ유형)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여 장학금 지원(年 480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80점) 이상

* 경영부실대학 신 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C학점 경고제를 소득 2분위까지 확대 적용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집중 지원

※ C학점 경고제 : C학점을 받은 경우에도 1회까지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별 연간 지원 금액 >

(단위 : 만원)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8분위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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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Ⅱ유형) 등록금 인하 ‧ 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실적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4,000억원)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 신 편입생은 지원 대상 제외

    -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인재 장학금(1,000억원)

* 신입생에 한해 등록금 전액 지원(1년간)

  ㅇ (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年 450만원 이내, 기초~2분위 이하 학생은 年 480만원 이내)

    - 지원기준 : Ⅰ유형과 동일,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연차적으로 확대 예정)

* (‘14) 1학년 → (’15) 1～2학년 → (‘16) 1～3학년 → (’17) 1～4학년

나. 드림장학금

 ☐ (지원목적)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 제공 및 우수 인력 양성

< ‘15년도 드림장학금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 계획

드림장학금 15 6 9

 □ (지원기준) 저소득층 중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ㅇ 유학 준비 기간의 확대를 위해 고교 2 ‧ 3학년 선발

* 저소득층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통해 확인

 □ (지원금액) 등록금(실비) ‧ 체재비 등 年 $50,000 이내

  ㅇ 해외 대학 입학 전에는 학업 장려비 지원(1인당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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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랑드림장학금

 ☐ (지원목적) 기부재원을 활용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및 우수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 장학금

  ㅇ 학자금, 거주지원비, 생활비 등 사회 소외 계층에게 필요한 분야 

및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급

< ‘15년도 사랑드림장학금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 계획

사랑드림장학금 67 34 33

* 삼성기부금 포함

 □ (지원기준) 기부자의 의사(기준)에 부합하는 장학생 선발

  ㅇ 대한LPG협회 ‧ 한국가스공사 등의 기업 및 개인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 내용 결정 및 장학생 선발

☞ 기부금품운영위원회 및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한 지원

대상 및 금액, 선발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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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수학생 장학금

각 분야(이공 ‧ 인문 ‧ 예체능계) 및 대상(학부 ‧ 대학원)별 인재 육성을 

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가. 국가우수장학금

 ☐ (지원목적) 학업 성과가 우수한 대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 ‘15년도 국가우수장학금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 계획

계 758 353 405

이공계 장학금 617 293 324

인문100년 장학금 130 55 75

예체능계 장학금 11 5 6

 ☐ (지원유형) 이공계·인문사회계·예체능 계열 입학 예정자(4년제)

  ㅇ (이공계)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 분야 발전 도모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당해 

연도 우수 신입생 대상 지급

*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운영을 위탁한 사업

  ㅇ (인문100년) 인문학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문 후속 세대로의 성장 도모

    - 국내 고교 3학년 및 인문사회계열(4년제) 학과 1 ‧ 3학년 대상 선발

- ‘15년 이후 선발자부터 학업장려비 300만원(학기별) 지급

* 대학 대응 투자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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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예체능계) 예술 ‧ 체육 등의 분야 우수 인재들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를 견인하는 인재로 육성(‘15년 신규 도입)

- 국내 예체능계열(4년제) 학과 3학년 대상 선발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180만원(학기별), 학업장려비(인문100년)

나. 대통령과학장학금

 ☐ (지원목적)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 집단 양성을 위한 

과학 ․ 기술 분야의 우수 대학생에게 지원

< ‘15년도 대통령과학장학금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 계획

대통령과학장학금 60 29 31

*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운영을 위탁한 사업

 □ (지원기준)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

*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자 학업장려비 250만원, 저소득층 생활비 180만원

다. 국가연구장학금(대학원생)

 ☐ (지원목적) 국가 기초 연구 수준 증진을 위해 인문사회계 우수 

석 ․ 박사 과정 학생에게 지원

< ‘15년도 국가연구장학금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 계획

국가연구장학금 50 23 27

 □ (지원기준) 인문사회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 학기당 최대 400만원, 1인당 최대 1년간 수혜 가능(연간 1,400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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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생의 등록금(생활비) 마련 및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가. 국가근로장학금

 □ (지원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생활비)을 지원하는 동시에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 ‘15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 계획

국가근로장학금 1,996 1,190 806

 □ (지원유형) 교내 8,000원/시간, 교외 9,500원/시간

  ㅇ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유형을 추가로 신설하여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 ‘15년도 51억원(2,500명) 수준 지원 예정

 □ (지원기준) 소득 8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지원 가능

      * 국가근로장학 수혜자는 이중수혜 대상(금액)에서 제외

 □ (사후관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의 효과 확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

  ㅇ 주요 거점 도시별 점검센터 운영, 현장점검 등을 통한 장학금 

지급 관리 철저

  ㅇ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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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망사다리 장학금

 ☐ (지원목적) 중소기업 취업 지원자 및 예비 창업 대학생에게 지원

  ㅇ 1학기 61억원, 2학기 신규 및 계속장학생 134억원 지원

     * 장학금 지원자를 1년에 2회(상 하반기) 선발하여 지원 대상 확대 노력

< ‘15년도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 계획

희망사다리장학금 195 61 134

 ☐ (지원기준) 4년제 대학 3·4학년 및 전문대학 2·3학년 중에서 

직전학기 70점 이상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취업(창업)준비 장려금 학기별 200만원

  ㅇ (취업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는 학기별 직무 및 창업 교육 

이수, 중소기업 취업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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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대출 지원

2-1  학자금대출 공급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여 고등교육 기회 부여

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15년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계획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15,785 12,047 3,738

  ㅇ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ㅇ (지원기준) 가구소득, 학점, 성적,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

    - ‘15년도에는 소득기준을 7→ 8분위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자 증가

  ㅇ (지원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年 300만원(학기 150만원)

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ㅇ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생

* 학점은행제 교육 기관은 제외

  ㅇ (지원금액) 등록금 실소요액(9천만원 內), 생활비 年 200만원(학기 100만원)

< ‘15년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 계획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9,048 6,949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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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 출신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 ‘15년도 농어촌 학자금융자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계획

농어촌 학자금융자 1,104 898 206

  ㅇ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ㅇ (지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인 대학생

  ㅇ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운영을 위탁한 사업

라. 저금리 전환대출(‘14.7월~ ‘15.5월)

 □ 기존의 높은 대출 금리 조건을 ‘15-1학기 대출 금리(2.9%) 수준으로 

변경(전환)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ㅇ 금리 인하 : (기존) 7.8∼5.8% → (전환) 2.9%  

* 학자금대출 금리 평균 4.06%p 인하 효과

 □ 총 30만명에게 2조 1,109억원의 전환대출 지원(1인당 평균 702만원)

  ㅇ (달성률) 전환 목표(2조 2,762억원) 대비 93% 수준 실적 달성

구분 전환 목표(A) 전환 실적(B) 달성률(B/A)

금액 2조 2,762억원 2조 1,109억원 92.7%

인원 368,137명 300,641명 81.7%

  ㅇ (사업효과) 857억원 이자 절감 효과 달성(1인당 평균 29만원↓)

구분 전환 실적(A) 금리인하분*(B) 이자절감효과(A×B)

전체 2조 1,109억원
4.06%p↓

857억원

1인당 702만원 29만원

* 전환 전 평균 대출 금리(6.96%)와 전환 후 대출 금리(2.9%)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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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자금 상환 관리

효과적인 상환 및 연체 관리로 신용유의자 발생을 억제하여 건전한 

학자금 상환 체계 구축

가. 상환 및 연체 관리

 □ 소득수준별 이자지원, 군복무자 이자면제 등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채무자 상환 부담 경감

  ㅇ ‘15년도에는 595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여 신용유의자 발생 억제

< ‘15년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분 계획 실적 향후 추진 계획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595 329 266

 □ 연체 방지 및 연체자 신용보호를 통한 연체율 감소

  ㅇ (연체방지) 조건 변경, 대출원리금 납부일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채무자의 단순 부주의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ㅇ (신용보호) 신용보호 상담센터 운영, 자체프리워크아웃* 등 자체 

신용보호 제도 운영 중

* 신용유의등록 이전에 분할상환기간 장기화 등 자발적 사전 채무 조정

  ㅇ (연체율) ‘15년도 현재 연체율은 3.58%(전년 대비 0.77%p↓), 연체자 수는 

50,110명(전년 대비 10,62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

< 학자금대출 연체율 관리 현황 >
(단위 : 억원, ‘15.8.31.기준)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대출잔액(A) 81,266 73,955 65,882 63,282

연체금액(B) 5,044 3,866 2,867 2,263

연체율(B/A) 6.21% 5.23% 4.35% 3.58%

연체자 수 93,510명 75,854명 60,736명 50,110명

* 일반․보증부․전환대출 포함, 부실채권(기한이익상실 및 대위변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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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분할상환, 

손해금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 등 다양한 제도 운영

ㅇ (분할상환) 신용유의자 등록 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을 조정

ㅇ (손해금감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신용회복 지원

ㅇ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사회활동(취업) 기회 제공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ICCRS)를 통해 신용유의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

* ICCRS(Income Contingent Credit Recovery Service)

ㅇ 현재까지 신용유의자 312명 취업 지원 완료

- 재단 수행 사업*을 활용하는 등 지원 방안 다각화 추진

* 국가근로장학생 우선 선발,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등

ㅇ 신용회복지원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총 19개

- 기존 협약기관 유지 및 신규 기관 발굴, 지자체 등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제도 참여 기관 확대 추진

< ICCRS를 이용한 취업자 수 및 협약기관 현황(누적) > 

(‘15.8.31.기준)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취업자 수 - 133명 281명 295명 312명

협약기관 1개 11개 14개 16개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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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

 □ 재단 부채 특성 및 감축 계획

  ㅇ ‘14년 말 기준 재단의 총 부채는 11.0조원 이며, 그 중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발생된 부채가 10.7조원으로 총 부채의 97.3%를 차지

    - 즉, 재단 부채는 대출 채권 회수를 통해 상환 가능

     ☞ 방만 경영 등에 기인한 적자성 부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

  ㅇ ‘17년까지 부채 총액을 13.7조원 이내로 관리하여 중장기재무전망 

부채(14조원) 대비 0.3조 이상 감축할 계획

< 중장기재무전망(`13~17년) 대비 부채 감축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중장기재무전망 부채(a) 106,838 118,590 130,079 140,034

목표 부채(b) 109,982 126,146 131,628 136,943

부채 감축 계획(a-b) △3,144 △7,556 △1,549 3,091

 

 □ 부채 감축 방안(‘15.5월 기준)

  ㅇ 제도 정비 및 회수 활동 강화를 통한 부채 감축(1.3조원)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반환에 따른 대출 회수금 증가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간 도래 대출 증가, 회수 활동 강화 등

  ㅇ 저금리 전환대출 실행에 따른 대출 회수금 증가(0.6조원)

    - 기존 보증부 대출에서 전환된 대출의 회수금은 재단으로 상환

  ㅇ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효과(0.2조원)

  ㅇ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대출 수요 합리화 노력 반영(0.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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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 육성 지원

3-1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사회지도층 인사(나눔지기)의 경험과 지혜를 대학생(배움지기)에게 

전수하는 국가 인재 육성 프로그램

 □ (지원목적)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꿈과 끼, 창의력, 전문성 

및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대학생 경력 개발을 지원

 □ (참여대상) 멘토링 운영 위원회 심사 및 면접을 통한 멘토링에 

참여할 나눔지기 ‧ 배움지기 선발

  ㅇ (나눔지기) 기업 CEO, 석학 등 사회 각 분야 리더

  ㅇ (배움지기) 재단 장학생, 대출자, 지식봉사 참여자 등

< ‘15년도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사업 나눔지기ㆍ배움지기 현황 >

(‘15.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비고 

280명 2,409명
나눔지기 1인당
배움지기 약 8명

 □ (운영방식) 팀별 연간 운영계획서에 따라 월 1회 이상의 

체계적인 멘토링 활동 수행

  ㅇ 역량진단, 사이버 아카데미, 리더십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대학생 역량 개발 지원

* 배움지기의 부족역량을 진단ㆍ개선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ㅇ 나눔지기의 추천을 통해 우수 배움지기가 기업 채용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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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생 지식 멘토링

대학생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 나눔 봉사

가.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 (참여대상) 재단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및 초·중·고생

  ㅇ (나눔지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 대학생

* 교외 국가근로장학금과 동일 단가(9,500원/시간) 기준

  ㅇ (배움지기)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 ‘15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나눔지기ㆍ배움지기 현황 >

(‘15.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7,645명 21,929명

나. 다문화 ․ 탈북 학생 멘토링

 □ 대학생이 다문화·탈북 학생의 기초 학력 향상 및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확대로 사회통합에 기여

 □ (참여대상) 지도교수 1인 이상 추천을 받은 대학생 및 다문화 ‧
탈북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교외 국가근로장학금과 동일 단가(9,500원/시간) 기준

< ‘15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나눔지기ㆍ배움지기 현황 >

(‘15.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4,518명 5,2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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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생 지식 봉사

 □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은 우수 대학생들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나눔의 선순환 체계 구축

  ㅇ 방학 중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학습지도 및 멘토링 제공

 □ (참여대상) 재단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및 초·중·고생

  ㅇ (나눔지기) 재단과 MOU를 체결한 대학의 대학(원)생

*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 경비만 지원

  ㅇ (배움지기)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 ‘15년도 대학생 지식 봉사 사업 나눔지기ㆍ배움지기 현황 >

(‘15.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비고 

2,562명 8,976명 멘토링 캠프 위주로 활동

 □ 나눔지기인 대학생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창의형 

캠프 운영으로 타 기관 멘토링과 차별성 확보

  ㅇ (어울림 캠프) 배움지기 요구를 반영한 학업지도 및 진로상담 캠프

  ㅇ (특성화 캠프) 예·체능 등 창의적 활동을 체험하는 캠프

< 차세대 인재 육성 지원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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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저소득층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 사업 개요

  ㅇ (기간) ‘14. 3월 ~ ‘17. 상반기

  ㅇ (규모) 연면적 19,894㎡

    - 남 ․ 녀 기숙사동 및 인재육성관 등 1,000명 수용 가능

  ㅇ (건립부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1-1(8,090㎡)

    -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부근 위치(종로3가역 30분 내외 소요)

  ㅇ (재원조성) 전국은행연합회의 기부(326억)를 통해 건립재원 확보

    - 총 3년에 걸쳐 기부금 326억원 확보하여 필요 재원 충당

* (‘14년) 98억원, (‘15년) 98억원, (‘16년) 130억원

 □ 기숙사 운영 계획(안)    

  ㅇ (입주대상) 지방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등

  ㅇ (기숙사비) 국 ‧ 공립 대학교 수준

  ㅇ (입주시기) 2017년 1학기(‘16.12월 준공 예정)

  ㅇ (지원혜택) 주거 공간 외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혜택 예정

    - 입주생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멘토링, 지식봉사, 금융 교육, 

학자금 상담, 도서관 및 학습지원 공간 등 지원 

☞ 주거 공간을 포함한 학생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예정



- 21 -

 □ 건축 진행 상황

  ㅇ 2015. 5 :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ㅇ 2015. 7 : 건축허가, 녹색인증(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1+) 획득

  ㅇ 2015. 9 : 조달청 입찰공고 및 시공사 등 계약 추진

* 9. 23.(수) 착공식 개최

 □ 향후 추진 계획

  ㅇ 2015. 10 : 기숙사 운영관리시스템 입찰공고 및 개발 추진

  ㅇ 2016. 12 : 대학생 연합기숙사 준공 및 운영 준비

  ㅇ 2017. 상반기 : 학생 선발 ‧ 입주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