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년 05월월 19일일 08시시 45분분



2
3
3
3

3
3
3

3

목차목차

목차

장보고장학회 -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재)장보고장학회?

설립 목적
연혁

2007

2022년 장학사업 세부 추진계획



2007 2007. 05. 302007. 05. 30

2007. 05. 252007. 05. 25

2007. 05. 232007. 05. 23

2007. 05. 222007. 05. 22

2007. 05. 042007. 05. 04

2007. 05. 012007. 05. 01

2007. 04. 022007. 04. 02

2007. 02. 132007. 02. 13

88

77

66

55

44

33

22

11

완도군장학회 지원조례 입법예고

재단법인 명의통장개설 (농협중앙회)

재단법인 사업자등록 (세무소)

재단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재단법인 이사장 직인 각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재단법인 발기인 회의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재)장보고장학회?(재)장보고장학회?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및 명문학교만들기,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합니다.

설립 목적설립 목적

군민, 출향인 등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범 군민적 장학사업에 대한 관심제고로 군민화합 및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갑니다.

완도군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으로 우수한 인재들의 타지역 전출을 억제하고 관내학교 진학률을 높여 학부모들의 가중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연혁연혁

2022년 장학사업 세부 추진계획2022년 장학사업 세부 추진계획

사업명사업명 사업비사업비 비 고비 고

계 2,235,969

1. 미래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157,000 관내 6개 고등학생

2. 교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 72,000 관내 6개 고등학생

3.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113,600 관내 중·고, 대학생

4. 다자녀 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150,000 관내 초·중·고, 대학생

5. 장보고 행복장학금 지원 60,000 관내 초·중·고생

6. 지역 거점고 육성 지원 206,990 완도고등학교

7. 청해진 고교강좌 운영 55,560 완도고등학교

8. 학습교재 지원 6,300 금일, 노화, 고금, 약산고

9. 읍·면 학숙 지원 60,852 완도수고 외 4개 고교

인사말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정관및규정 임원현황 사무국안내 공지사항 포토뉴스 자료실 기탁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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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서고교 조식비 지원 69,552 금일, 노화, 고금, 약산고

11. 도서고교 야간자율학습 지원 125,475 금일, 노화, 고금, 약산고

12. 완도수고 및 도서고교 보충지도비 지원 42,500 완도수고 외 4개 고교

13. 통학편의 제공 98,000 청해초, 화흥초

14. 도서지역 학생 복지 지원 7,000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 초·중·고생

15.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79,950 관내 중·고등학교

16.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233,680 완도초, 고금초

17. 지역교육사업 지원 267,010 완도교육지원청

18. 전남완도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지원 200,000 완도교육지원청

19. 완도수산고 육성 지원 130,500 완도수산고

20.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100,000 관내 초·중·고생

사업명사업명 사업비사업비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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