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학기	 2022.	1.	6.(목)	~	1.	21.(금)

2학기	 2022.	7.	1.(금)	~	7.	22.(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뒷면	신청방법	참고)

※ 매년 1월, 7월 정기모집 실시, 공실 발생 시 매월 첫째주 수시모집 예정

주거비 걱정은 그만!

월 1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대학생활의 보금자리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 안내
2022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입주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정기모집
신청기간

신청방법

 국내 소재 대학(원) 

소속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방법

신청 위치

STEP 1

인증서 발급

STEP 3

입주신청

STEP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국내	소재	대학(원)에	입학예정	또는	재적	중인	학생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등	입주제한	대학은	불가)

			휴학생	및	외국인도	입주	가능	

입주대상

			협약	대학/지자체에서	각각	월	5만	원	주거장학금	지급

※		대학과	지자체	주거장학금	중복수혜	시	본인부담	기숙사비	월	5만원	 	

(최대	수혜금액	기준)

주거장학금 협약기관 소속학생은
우선선발 혜택 및 기숙사비 부담 감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입주신청서 
작성

기숙사
입주

신청

마이
페이지

※	단,	기관별	협약인원	내	대상자	선발	및	지급

※	자세한	선발순위는	홈페이지	참조

주거장학금 협약 대학(24개)

감리교신학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농협대,	동국대,

배화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한영대,	서일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중부대,	중앙대,	추계예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한성대	

주거장학금 협약 지자체(1개)

용인시

입주신청	 2022.	1.	6.(목)	∼	1.	21.(금)

결과발표	 2022.	1.	26.(수)

기숙사비납부	 2022.	1.	27.(목)	∼	1.	31.(월)

거주기간	 2022.	2.	21.(월)	∼	8.	14.(일)

2022년
1학기 일정

입주신청	 2022.	7.	1.(금)	∼	7.	22.(금)

결과발표	 2022.	7.	27.(수)

기숙사비납부	 2022.	7.	28.(목)	∼	8.	1.(월)

거주기간	 2022.	8.	22.(월)	∼	2023.	2.	12.(일)

2022년
2학기 일정



기숙사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22년에도 멋진 프로그램 준비할게요!

			기숙사생	간	동아리	활동	지원

			어학	및	스포츠	등	전문	강의	운영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초	건강검사	및	상담,	취업	상담	지원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에서

누릴 수 있는 4가지 혜택!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소개합니다!

인생 네트워크 형성!

나날이 치솟는 대학가 주거비용, 

대학생 연합기숙사에서 월 15만원에 해결하세요!

관리비도 없으니 걱정 끝!

마음의 양식을 키울 도서관은 물론 넓은 체력단련실까지!

기숙사생이라면 다 누려보세요

월 15만원의 저렴한 주거비용! 잠만 자는 곳? NO! NO!

기숙사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베스트셀러와	다양한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서관!

			조용한	열람실은	물론,	타자소리	걱정	없는	멀티미디어실!

			체력단련실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면,	맛있는	음식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공동취사실!

총 90만원

2회 분납 가능

2인 1실 

월 15만원

기숙사비

관리비 없음
식비 미포함

6개월

1학기

보증금

15만원

입주 시 일시 납부
퇴실 시 환급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들과 정보교류도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해보세요.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

하며 아직 만나지 못한

소울 메이트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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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역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3

원흥역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3 

지하철 3호선 원흥역	

4번출구	도보10분	거리	

신촌/광화문	방면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위치

기숙사 전경 도서관 공동취사실 체력단련실사생실 멀티미디어실

2인 1실, 총 991명 수용(498실) 

수용인원

여자

638명 319실

장애인 3명(3실) 별도 

남자

348명 174실

장애인 2명(2실) 별도 

주요 편의시설

세탁실, 보건실,

택배함, 공동취사실

체력단련실,

농구장, 다목적실

도서관,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