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드림 장학사업 협조요청 안내

1. 요청개요
<하기 2. 제출서류> 참조하여 진행
① 기관 통장 사본 및 고유번호증 제출
요청사항

② 담당자 정보확인서 및 수여식 참석조사서 제출
③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일 경우) 진학 예정 학교 대상
장학생 관리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

제출기한

제출방법

- 기관 통장사본 및 고유번호증: 3/6(금) 16:00 까지
- 담당자 정보확인서 · 수여식 참석조사서: 2/21(금) 16:00 까지
담당자 이메일 제출(jjy35@kidsfuture.or.kr)

2. 제출서류
① 기관 통장 사본 및 고유번호증 각 1 부
※ 장학금 수령을 위한 기관통장으로, 2020 년도 대상자 소속학교(또는 기관)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진학 예정인 학교의 고유번호증 제출
② 사례관리 기관 담당자 정보확인서 1 부
※ 붙임 <2. 담당자 정보확인서 양식> 참조
③ 수여식 참석 여부 조사서 1 부
※ 붙임 <3. 수여식 참석 여부 조사 양식> 참조
④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일 경우에 한함) 진학 예정 학교 대상 공문발송 요청
※ 선정학생이 ‘20 년도에 상위학교로 진학할 경우, 기브앤 드림 장학금을
신청한 학교에서 진학 예정인 학교로 <장학생 관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3. 장학증서 수여식 안내
① 개요: 기브앤 드림 최종선정 장학생을 초청하여 수여식 진행
② 일시: 2020 년 3 월 21 일(토) 예정 ※ 확정일시 및 장소, 세부 스케쥴 추후 안내
③ 장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9 층)
⦁지하철

이용 시: 1 호선 서울역 8 번 출구 · 4 호선 서울역 10 번 출구

⦁승용차

이용 시: 서울스퀘어서 주차타워 4F 주차장 이용

④ 교통비 지원안내: 초등 · 중학생은 안전을 위해 기관담당자 1인 동행 권장
구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그 외 지역

지원금액
1 인 5,000 원

제출서류
개인 신분증 · 통장사본
(기관담당자/참여학생 개별 제출)

대중교통

개인 신분증 · 통장사본,

이용비용 실비

왕복 영수증(원본) 현장 제출

※ 참여학생 및 기관담당자(기관당 1인) 교통비 실비 지원
※ 수여식 종료 후 교통비 개인 통장으로 입금
※ 기관 담당자와 동행이 어려울 경우, 학생 보호자 동행 요청

4. 문의처
- 기브앤 드림 장학사업 담당자(02-6953-3520) / jjy35@kidsfutur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