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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상반기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주생 모집 홍보 협조요청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한국마사회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농촌 출신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장학관을 조성하고 하반기 입주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주생 모집 공고 개요
○ 장학관 시설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52 한국마사회 장학관
- (시설) 10층 식당, 12층-17층 생활실, 18층 소모임실·체력단련실․스마트도서관 등
- (형태) 생활실 2인 1실 기준 154명 수용
○ 입주생 모집 공고 개요
- (지원자격) 농업인 자녀 또는 부모가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자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선발정원) 154명
- (거주기간) ’20년 2월 27일 ∼ ’20년 8월 25일
- (지원방법) ’20.1.2(목) ~ 1.17(금)까지 신청서 접수(온라인) 및 서류제출(방문, 우편접수)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으로 장학관 입주생 모집 공고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홈페
이지 게시 등 홍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게 시 물 : 2020년 하반기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주생 모집 홍보물
나. 종 류 : 안내문 및 포스터(가로형, 세로형)
다. 게시기간 : ’19. 11. 28(목) ∼ ’20. 1. 17(금)
붙임 동 포스터 및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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