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홍보 협조요청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일반상환학자금”및“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졸업생>

 ○ 소득 8분위 이하 가구 “서울지역 대학생”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서울지역 대학생”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① 2017.7.1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 주소이며 국내소재 대학교에 재학(휴

학) 중인 대학생   ② 국내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졸업생(미취업자)

                  1. 귀 학교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대학생들의 과중한 등록금부담을 완화시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017. 12. 1.(금)부터 시작되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에 수혜대상 대
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2) 지원신청 대상자

               3) 신청기간 : 2017. 12. 1.(금), 09:00 ~ 2017. 12. 31.(일), 18:00
               4)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자지원’을 검색하면 접수창구 연결
            나. 협조요청사항 : 사업 및 신청접수 홍보
                대학 신문에 기사 등록
                대학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신청안내문 게시
                SNS, SMS 등 활용 홍보
         4.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02-2133-6587)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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