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 유)
제 목 2020년 T&C재단-굿네이버스 디지털 사각지대 아동 대상 온라인 학습도구 지원
신청 안내
1.
2.

3.

4.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은 아동·청소년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하여 장학 및 복지 사업
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관점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을
티앤씨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정기 장학금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와 포켓와이파이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귀 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도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학교 담당자 검토 후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티앤씨재단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면
검토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사업명
지원 품목

래 -

2020년 T&C재단-굿네이버스, 온라인 학습도구 지원
1) 태블릿 PC 1,000대

2) SKT 포켓 와이파이 3,000대

아래의 조건에 1가지 이상 부합하는 아동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선발 안내

가. 서울, 경기(인천)지역 초,중,고 학생
가. 전국 초,중,고 학생
나. 소득하위 70%
나.~라. 좌동
*건강보험료 기준 참고
다. 저소득 취약계층 해당자
라. 다자녀 가구
2020년 4월 6일(월) ~ 기기 소진 시 까지
- 대상자 선정 완료 후 홈페이지 통해 신청 마감 안내 예정
1) 초,중,고 교사 또는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통한 학교단위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의 선정은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
2)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지원 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이메일 접수: tnc_withu@tncfoundation.org
1)
2)
3)
4)

지원 신청서는 학교별로 신청 필수
주 단위로 서류 검토 후 학교를 통해 선정 결과 안내 예정
또한, 배분도 주 단위로 진행 예정
포켓 와이파이는 선발 후 대상자에게 학교를 통해 개통 관련 안내 예정

문의

수신처

이메일: tnc_withu@tncfoundation.org
전화: 02-6013-8050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 문의 시 신속한 답변 가능

전국 초, 중, 고등학교장

재단법인 티앤씨재단 대표
담당

박윤서

대표

시 행

티앤씨재단 2020-0010

우

04400

전화

(02)6013-8050

(

2020.4.16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44 2 층
전송

(02)6013-8051

김 희 영

)
www.tncfoundati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