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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상생 장학생 모집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2.11.10 08:41 등록자 여대현 조회수 363

(붙임 2) 영호남 상생 장학생 선발 연장 공고문(최종).hwp
110 hit/ 85.0 KB 다운로드

(붙임 1) 영호남 상생 장학생 모집기간 연장 계획(안).hwp
85 hit/ 109.5 KB 다운로드

전라남도 공고 제2022 - 1236호

영호남 상생 장학생 모집 연장 공고

영호남 상생협력 과제로 추진 중인 동서화합, 인권신장, 평화정착 등에 공적이 있는 영호남 상생 장학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전라남도지사

1. 선발 개요
가. 선발인원 : 5명
나. 지원금액 : 1인당 2백만원
다. 지급시기 : 2022. 12. 13.(화) / 노벨평화상 수상 22주년 기념식
※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수여식(12.13. 서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①  + ②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 또는 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전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휴학, 졸
업 제외)
②  동서화합, 인권신장, 평화정착 등에 노력한 대학생 또는 그 분야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대학생 자녀
나. (분야별 세부사항)
- (동서화합) 영‧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분야에서 동서화합에 공헌
- (인 권)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공헌 노력
- (평 화) 지역사회의 분쟁과 갈등 해소와 평화정착에 공헌 노력

3. 신청 및 접수 방법
가. (신청기간) '22. 11. 9.(수) ~ 11. 18.(금)
나.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다. (접 수 처)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희망인재육성과「영호남 상생 장학금」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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