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강민성장학재단 10기 장학생 모집 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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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단법인 강민성장학재단입니다.
2010년부터 장학 사업을 시작한 저희 재단은 나눔의 교육을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를 창
출해야 한다는 믿음 아래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입 수험생, 대학생, 성인 수험 및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전반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 상의 어려움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장학재단 연혁
ㆍ2010년 6월 25일 : 재단법인 강민성장학재단 설립
ㆍ2010년 : 제1기 장학생 선발
ㆍ2011년 : 제2기 장학생 선발
ㆍ2013년 : 제3기 장학생 선발
ㆍ2014년 : 노인 대상 한국사 무료 정기 수업 진행
ㆍ2005년-2015년 : 대입 수험생 대상 한국사 무료 정기 수업 진행 (3,000명)
ㆍ2015년 : 제4기 장학생 선발
ㆍ2016년 : 제5기 장학생 선발
ㆍ2017년 : 제6기 장학생 선발, 수능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온라인 강좌 무료 제공 시작
ㆍ2018년 : 제7기 장학생 선발
ㆍ2019년 : 제8기 장학생 선발
ㆍ2020년 : 제9기 장학생 선발
2. 장학재단 사업 취지
본 강민성장학재단은 학생들의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전반적
인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수험생활 전반의 과정을 돕고, 그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
신의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뒤따르는 후배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민성장학재단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여 미래의 인재가 될 그들의 잠재력
을 앞서 발현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 ‘나눔의 교육’이 실현되는 사회, 진정한 ‘나눔의 행복’이
있는 사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3. 2021년 10기 장학생 모집
본 재단법인 강민성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10기 장학생 모집의 자세한 모집 요강은 장학생 모집 공고문
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학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
성적을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민성장학재단(02-557-3470)으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9-7, 1층. 재단법인 강민성장학재단
TEL : (02)557-3470, FAX : (02)568-3470, E-mail : jgnt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