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2021-106호

2021-10차 하늘드림재단 대출지원 훈련생 모집공고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대출 지원 훈련생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절차를 안내하오니 교육비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2일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이사장

1.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ㅇ2021년 기준 중위소득
ㅇ

구분
금액(원/월)

150%

이하인 先 선발 및 일반과정 훈련생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ㅇ 지원자격

선선발 훈련생
일반과정 훈련생
ㅇ사업용 자격증명 취득 이후 제트
ㅇ입과예정자
전환과정 및 조종교육 증명과정에
ㅇ자가용과정 Stage 2 과정까지 이수자
등록하고자 하는 훈련생
ㅇ사업용 면장 취득 이후 제트전환
- 재단과 『장학대출 지원을 위한*
과정, 교관과정, 비행경력축적과정 협약』을 체결(’19.7)한 훈련기관
(Time Build-up)에 입과예정자
에서 교육 중인 훈련생에 한함
* 대출지원 과정 신청가능한 훈련기관
KAC 항공훈련센터,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경운대학교, 극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1.10.12(

화)

~ 10.22(

금),

까지

17:00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하늘드림재단 홈페이지(www.skydreamf.or.kr) – 신청안내 – 조종훈련생 대출

3. 제출서류

구분

선선발 훈련생
일반과정 훈련생
ㅇ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
ㅇ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소득합상대상의 신청월 직전
간의 납부내역)
공통 ㅇ1년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소득합산대상 모두)
필수 ㅇ국민건강보험료
교육비 납입 고지서
ㅇ본인명의 통장사본(신한은행 통장에 한함)
ㅇ대출지원 반환 지급 동의서(별지서식 3)
ㅇ기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편부모)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시 -(배우자와 이혼)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개별 ㅇ선선발 교육과정 합격증명서 ㅇ교육과정 합격증명서(별지서식 2)
필수 (별지서식 1)
ㅇ사업용 조종사 면장 사본
ㅇ(PPL Stage 2 이수자) 자가용
면장 사본 또는 자가용과정
개별 조종사
2 체크확인서(별지서식 4)
선택 ㅇStage
(CPL 취득자) 사업용 조종사
면장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하여 제출 必

4. 기타사항
ㅇ 대출금 총액은 훈련비 고지서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 납부한
훈련비에 대한 대출지원 신청 불가)

ㅇ 대출금은 과정별로 지급되며, 과정 시작 전 직전 과정에 대한 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면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 대출지원 신청
이후에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