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37기 희망멘토링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
희망멘토링 장학생

이란?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및 정서관리에 도움을 주는 장학생
[멘토링 활동내용]
1. 활동장소 : 재단이 지정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 (대학 인근 센터 限)

*추후 별도안내 예정

2. 활동기간 : 2020.09.01 ~ 2021.08.31 (12개월)
3. 활동시간 : 월 4회, 12시간 이상 (년 180시간 이상)
※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월 7회, 21시간 이상 활동

4. 활동보고서 제출 : 매월 말일 멘토링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추후 안내)
[지원내용]
1. 장학금 지원기간 : ’20년 2학기 ~ ‘21년 1학기 (두 학기 지원)
2. 장학금 : 등록금(수업료) 전액 or 생활비(학습보조비) 300만원/학기 中 택1
※ 등록금 전액 선택자: 등록금 명목의 타 장학금(교내,한국장학재단 등) 중복수혜 불가
※ 생활비 선택자: 기업재단의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에 한하여 중복수혜 불가
(교내, 한국장학재단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3. 멘토링활동비 : 월 10만원 (교재비, 간식비 등으로 활용)
4. 멘토링 활동평가 우수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정규과정 종료시까지 지원받는 기회 제공
[지원요건]
1. 대상 : 초·중·고등학생 학습지도(영어,수학 등) 가능한 자
※ 지원불가: 실습, 교환/인턴/연수, 군입대, ROTC, 휴학 등의 사유로 1년간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이 어려운 자

2.
3.
4.
5.

학년 : (2020년 2학기 기준) 2학년 재학생
성적 : (2019년 2학기 기준) 총(평균)평점 3.5/4.5 이상 or 3.3/4.3 이상
이수학점 : (2019년 2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경제여건 : 소득분위 6분위 이내

6. 전공/성별 : 제한없음
[장학생 선발 FLOW]

*2차~최종선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1. 모집 (6월) : 본교 교외 장학팀
2. 1차 선정 (6월) : 본교 총장 추천 대학생
3. 2차 선정 (7월 초) :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
4. 3차 선정 (7월 초) : 면접 (코로나19 로 인해 인적성 검사로 대체 예정)
5. 4차 선정 (8월 중순 이후) : 한마음소통캠프 참석 및 캠프 교육 수료자
※ 재단 캠프 참석 중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8월 중 해외출/입국자는 캠프 참석 불가하며,
캠프불참 및 교육 미수료자로 판단되어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최종 선정 (8월 말) : 장학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