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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성군장학재단

보성군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한 (재)보성군장학재단이 2008년 7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보성군의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군을 사랑

하는 군민 및 지역출신 기업인,출향향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 기본현황

명　　칭 : (재)보성군장학재단

위　　치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임원구성 : 이사장 1인, 이사 14인(이사장 포함), 감사2인, 사무국장 1인

사업내용 : 지역명문고 육성, 장학금 지급, 교육환경개선 등

기금조성 목표액 : 150억원 (군 출연금, 민간모금) - 2014년 9월 목표액 상향.

장학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연도 지원사업

2008년
명문고 육성 지원 : 2개교 144백만원

지역인재육성 기반강화사업 : 6개교 60백만원

2009년
명문고 육성 지원 : 2개교 144백만원

장학금 지원 : 49명 50백만원 (고37, 대12)

2010년
명문고 육성 지원 : 2개교 144백만원

장학금 지원 : 49명 50백만원 (고37, 대12)

2011년
명문고 육성 지원 : 2개교 144백만원

장학금 지원 : 49명 50백만원 (고37, 대12)

2012년

명문고 육성 지원 : 2개교 160백만원

장학금 지원 : 51명 54백만원 (고37, 대14)

보성영재교육원 지원 : 10백만원

2013년
명문고 육성 지원 : 2개교 160백만원

장학금 지원 : 51명 53백만원 (고38, 대13)

2014년
명문고 육성 지원 : 2개교 160백만원

장학금 지원 : 51명 54백만원 (고37, 대14)

2015년
명문고 육성 지원 : 2개교 160백만원

장학금 지원 : 51명 54백만원 (고37, 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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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교육발전시책 지원 : 8개교(초2, 중1, 고5) 96백만원

명문고 육성 교사 및 장학생 지원 : 133명 106백만원 (중50, 고55, 대27, 교사1)

2017년

명문고 육성 지원 : 2개교/50백만원

지역교육발전시책 지원 : 5개교(초2, 중1, 고2)/49백만원

장학금 지원 : 98명/89백만원(중28, 고45, 대25)

연도 지원사업

장학기금 기탁안내

참여방법

분할 후원 : 매월 일정금액을 자동이체로 후원

일시납 후원 : 일시납으로 후원

송금계좌

광주은행 : 705-107-012694 / (재)보성군장학재단

농　　협 : 675-01-003954 / (재)보성군장학재단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영수증 발급

문의처 : (재)보성군장학재단 사무실 061-853-6948 (팩스 853-6949) 문찬오 사무국장 010-3623-7407

지정기탁서 HWP 다운로드

장학기금 기탁현황

모금총액(2017.12.31.현재까지) : 2,201,377(일시납 1,845,067 분할약정 356,310)

2017. 12. 31. 기준 : 39,820(일시납 27,650 분할약정 12,170)

2016년 : 192,598천원 (일시납 175,878 분할약정 16,720)

2015년 : 116,465천원 (일시납 97,505 분할약정 18,960)

2014년 : 128,540천원 (일시납 92,800 분할약정 35,740)

2013년 : 506,032천원 (일시납 465,732 분할약정 40,300)

2012년 : 269,314천원 (일시납 245,094 분할약정 24,220)

2011년 : 536,231천원 (일시납 469,931 분할약정 66,300)

2010년 : 125,310천원 (일시납 99,410 분할약정 25,900)

2009년 : 178,249천원 (일시납 129,249 분할약정 49,000)

2008년 : 213,258천원 (일시납 146,258 분할약정 67,000)

2018년 보성군장학재단 예산 내역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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