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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장학생(대학생) 모집공고 홍보 요청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랜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점프(JUMP)가 주관하는 2022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할 장학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귀교의 역량 있는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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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 개요
가. 사 업 명: 2022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나. 사업목적: 폐광지역 청소년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선순환에 기여
다. 활동기간: 2022년 5월 ~ 2023년 2월
라. 활동내용: 폐광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멘토링 및
참여자 성장 프로그램 참여
마. 활동혜택: 학업 장려 장학금 360만원 및 성장 프로그램 제공
2. 모집 개요
가. 모집 대상: 강원 폐광지역(정선/태백/영월/삼척) 소재 고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생
나. 선발 방법: 서류 평가 및 면접 심사
다. 모집 일정:
1) 지원서 접수: 5월 8일(일) 자정까지
2) 서류 심사 결과발표: 5월 11일(수)
3) 면접 심사: 5월 13일(금) ~ 5월 14일(토)
4) 최종 합격자 발표: 5월 17일(화)
3. 협조 요청 사항: 2022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모집 포스터 및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홍보
붙임 1. 2022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장학생 모집 공고문 1부.
2. 2022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장학생 모집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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