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통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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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어 번역 App 글동무 서포터즈 3기 모집 공고 건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드림터치포올은 모든 아이들이 사회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비영리 교육봉사단입니다.
3. 드림터치포올은 제일기획과 협력개발한 남북한어 번역App 글동무 홍보활동에 참여할
글동무 서포터즈 3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집 분야
1. 콘텐츠 기획 서포터즈 : SNS 카드뉴스 콘텐츠 기획 및, 홍보활동 기획
2. 콘텐츠 디자인 서포터즈 : SNS 카드뉴스 디자인, 각종 홍보활동 디자인

○ 활동 내용
1. 글동무 홍보 콘텐츠 제작 (기본활동)
– 글동무 SNS 카드뉴스 제작 (기획자, 디자이너가 한 팀을 이루어 월1-2회 제작)
– 블로그 기사 발행 (월1회)
2. 실무진과의 월 정기회의 참석
– 매 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회의 참석 (필요 시 팀별로 추가 모임 진행)
– 8회 이상 참석 필수 (전체 모임 중 80% 이상 참석해야 서포터즈 수료 가능)
* 여름휴가기간에는 온라인 프로젝트로 대체 예정
3. 글동무 관련 프로젝트 참여
– “이달의 단어” 콘텐츠 제작
– 글동무 어휘 콘텐츠 작업
– 글동무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 실시
– 글동무 관련 이벤트 또는 행사 참여
* 일부 활동비 지원

○ 지원 자격
– 4년제 대학 재학, 휴학 및 졸업생, 대학원생
– 디자인 서포터즈의 경우, 디자인 관련 전공자 우대

○ 참여 혜택
1. 서포터즈 활동 80% 이상 완료 시, 제일기획 & 드림터치포올에서 수료증 발급
2. 수료대상 중 우수 서포터즈 2명에게 장학금 지급
3. 드림터치포올 봉사활동증명서 발급
4. 제일기획 홍보관 등 사내 투어 및 ‘제일 세미나’ 참여 기회 제공

○ 제출 서류
1. 글동무 서포터즈 지원서 (첨부파일)
2. 대학(원)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스캔하여 제출)

○ 제출 방법
1. 서류 제출 마감일 : 2018년 3월 21일(수) 23시 59분
2. univoca@dreamtouchforall.org로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 지원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지원서는 http://www.geuldongmu.org/news/supporters3/ 에서 다운로드

○ 전형 절차
1. 서류 전형 : univoca@dreamtouchforall.org로 지원서 제출
2. 면접 전형 : 인성 면접 및 직무 평가 진행
3. 최종 합격

○ 문의처
1. 이메일 : univoca@dreamtouchforall.org
2. 전화 : 02-6053-0041
3. 홈페이지 : www.geuldongmu.or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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