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향한 대학, 미래를 여는 연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외계층을 위한 2019 KAIST Science Outreach Program 선발협조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AIST,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는 경제적 소외계층
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2019KAISTScienceOutreachProgram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생 선발에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선발대상 : 전국 중학교 1-3학년 사회통합대상 학생 중 우수학생 100여명
(사회통합배려대상자 중 경제적 소외계층만 해당)
나. 운영일정
- 여름방학 융합과학 탐구캠프 : 7월 말-8월 초 (2박 3일 합숙캠프 1회)
- 학기 중 학습 멘토링 : 월2회, 여름방학 캠프 참가학생 전원(봄, 가을학기)
- 겨울방학 심화캠프 : 2019년 12월 21일-23일(학습멘토링 우수학생)
다. 지원자격(지원서류 중 붙임 4 참조)
- 전국중학교 1-3학년 사회통합대상자(경제적) 중학교장추천을 받은 우수학생
으로 수학, 과학분야에 소질을 보이거나 잠재력이 있는 학생
- 신체 장애 학생 학생 중 수학, 과학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
라. 선발과정
- 선발방법 : 서류전형으로 선발
- 서류접수기간 :2019년 5월 22일(수)-6월 18일(월)
- 선발발표 : 2019년 6월 말, 개별통보(예정)
- 홈페이지 :http://outreach.kaist.ac.kr
마. 제출서류
- KAIST Science Outreach Program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포함, 지원서 서식 중붙임1-붙임6)
* 교사추천서는 봉투에 넣고, 반드시 인비처리(서류의 개봉가능한 곳에

인비도장 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후 밀봉) 후 제출
-생활기록부II 사본 1부(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필수제출)
- 사회통합대상자 입증 제출서류(붙임4_기타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경우만 필요)
- 서류제출처 :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문지캠퍼스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KAIST KSOP 담당자 앞
- 문의처 :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042-350-6226, 042-350-8976
바. 선발대상자 혜택
- 캠프 및 학습멘토링 등 전교육과정 무료
- 서류전형 합격자는 고3때까지 전 교육과정 참가 및 지원 예정
사. 협조사항 : 학생 선발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2019 KAIST Science Outreach Program 안내 1부
2. 2019 KSOP 지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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