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신고받습니다

( 재)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장학생 모집 안내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6.7.(화) ~ 2022.7.1.(금)
나. 접수기간 : 2022.6.20.(월) ~ 2022.7.1.(금) 18:00
다. 대상: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 (유)자녀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자녀
3) 시민사회운동 활동가의 자녀
4)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4년제・전문대 무관하며, 입학예정자 또는 휴학생(복학 예정자) 신청 가능

라. 문의전화: 055)265-1018
마. 이메일: 1026@buma1979.or.kr
바.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붙임 1. 2022 장학생 모집공고문(신청서식 포함) 1부
끝.

2. 2022 장학생 모집 웹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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