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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1차) 운영계획 알림

1. 경기도 축산정책과-503(2021. 1. 11.)호와 관련됩니다.
2. 어린이 및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학생승마체험사업」의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붙임 사업 운영계획을 숙지하시어2021. 2. 3.(수)까지기일
지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참여대상
1)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2) 사회공익 승마체험
○ 저소득승마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
○ 재활승마 :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나. 신청방법 (1, 2 중 선택 / 중복신청 금지)
1)각 학교에서 신청자 접수 후 학교장 추천서와 함께 동물자원과로 신청서 제출(전자공문)
→2월 3일까지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서식1)
- 신청자 명단(서식2,엑셀작성)
- 학교장 추천서(서식3)
2)강습을 희망하는 승마장에 학생이 직접 신청(유선 또는 방문신청) →2월 3일까지
다. 선정방법
1) 학교장 추천으로 신청한 학생을 우선 선정 후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 승마장에 개별 신
청한 학생 배정
2) 최종 대상자는2월 4일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
라. 참여 승마장

1) 교하 운정 스카이 승마장[일반승마, 저소득승마] / 장자울길 4-33(다율동)
: 010-5279-6456, 010-5270-9177
2) 교하 스카이 승마장[일반승마, 저소득승마] / 파주로 478-24(목동동)
: 010-5279-6456, 010-5270-9177
3) 그랜드승마장[일반승마, 저소득승마,재활승마] / 법원읍 만월로 675번길 90(직천리)
: 010-5875-3295
※ 재활승마는 그랜드승마장만 가능
마. 유의사항
1)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이므로 대상자 확정 전 수강 금지
- 일반승마 : 총사업량 1,650명 중 330명 선발 예정
- 저소득 승마 : 총사업량 40명 중 8명 선발 예정
- 재활 승마 : 총사업량 10명 중 2명 선발 예정

2)생활(저소득, 재활)승마 대상자는 자격확인 철저
3) 사업참여학생은 개인상해보험 가입 필수(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만 인정)
→ 배정 승마장에서 일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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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내중학교장,선유중학교장,어유중학교장,지산중학교장,탄현중학교장,파평중학교장,한가람중학교장,한
빛중학교장,해솔중학교장,광탄중학교장,문산동중학교장,문산수억중학교장,삼광중학교장,율곡중학교장,파주
광일중학교장,파주중학교장,경기세무고등학교장,교하고등학교장,금촌고등학교장,동패고등학교장,문산고등
학교장,문산제일고등학교장,봉일천고등학교장,운정고등학교장,지산고등학교,한빛고등학교장,광탄고등학교
장,문산수억고등학교,삼광고등학교장,세경고등학교장,율곡고등학교장,파주고등학교장,파주여자고등학교장,
한민고등학교장,새얼학교장,자운학교장

주무관

축산환경팀장

동물자원과장

협조자

시행 동물자원과-2525
우 10944

( 2021. 1. 20.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전화 031-940-4823

(아동동)

/전송 031-940-4919

접수 한가람중학교-705

( 2021. 1. 20. )

/ http://www.paju.go.kr
/koo8048@korea.kr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