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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1년 학생승마체험사업 선발방법 변경(선착순→추첨) 알림

1. 관련 : 농업정책과-11885(2021.03.11.)호
2.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2021년 학생승마체험사
업」의 대상자 선발방법이 시스템 관리자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선착순→
추첨)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 각급 학교에서는선발방법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
께 혼선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사회공익승마사업(장애인, 저소득층) 신청 및 선발방법은 기존과 동일(선착순 모
집)
○ 신청기간 : 2021. 3. 19. ~ 3. 26.(선착순 선발→추첨 선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ghorsepark.co.kr※ [별첨1], [붙임2] 참고
○ 선발확정 : 2021. 4. 2. 이후 신청 사이트에서 선발대상 확인 가능
붙임 1. 2021년 학생승마체험사업 사업지침 1부.
2. 학생승마체험 신청방법 매뉴얼 1부.
[별첨1] 학생승마체험 온라인 신청 방법

1.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1. http://ghorsepark.co.kr 사이트 접속
2. 메인화면 ? 로그인버튼 클릭.
3. 아이디 생성 ? 확인버튼 클릭
* 학생 이름과 생년월일이 아이디로 사용됩니다.

4. 학부모 인증 ? 다음버튼 클릭
*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인증 진행.

5. 상세정보 입력
* 학교 선택의 경우 등록된 학교만 선택 가능합니다.
* 모집기간일 경우 승마장 선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체험 신청
1.해당 지역 체험가능 승마장 정보 확인
2. 1순위 승마장 선택. - 다음 클릭
* 승마장마다 설정된 요일만 선택이 가능
3. 2순위 승마장 선택 ? 신청완료 클릭
* 1순위 승마장과 중복선택 불가능
4. 체험 신청 완료 시 신청내역 확인
5. 결과조회 체험대상자 선정 확인가능

3. 결과조회
1. 배정완료시 홈페이지에서 결과조회를 하라는 알림
이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발송됩니다.
* 결과발표일정은 거주지 시?군 별로 다름
2.결과 조회 시 탈락 혹은 합격으로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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