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8 놀토코디네이터」모집안내

놀라운 토요일 서울 프로젝트 및 청소년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ㆍ일반인을 대상으로
놀(라운)토(요일)코디네이터를 모집합니다.
청소년활동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성 함양과 예비청소년지도자로써 다양한 청소년
활동으로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2018 놀토코디네이터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안내
가. 모집기간: 2018년 2월 9일(금) - 3월 7일(수)
나. 활동기간: 2018년 4월-12월

※ 3월 중 양성교육 수료 후 활동 진행

다. 모집인원: 총30명 (청소년활동에 관심 있고, 책임감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라.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발송 - noltoseoul@hanmail.net
마. 기타문의: 주말활동팀 02-849-0175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검색]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 지원자격
가. 청소년관련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재학생ㆍ휴학생ㆍ졸업생 우대
나. 타학과 대학생 중 청소년 활동 및 지도 유경험자 우대_활동 경험 내용 신청서 기입
다. 청소년활동에 관심 있고, 열정ㆍ책임감이 가득한 자
라. 놀토코디네이터 양성과정(26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자(필수)
마. 놀토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이수 후 정기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필수)
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관련 청소년활동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필수)_면접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3. 주요활동내용
가. 예비청소년지도자로서 청소년 주말활동 현장체험(놀토버스) 참가자 관리
- 놀토버스 이동시 차량 및 체험활동 장소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 등

[양성과정(안전교육)]

[놀토버스 활동(문화예술체험지)]

[놀토버스 활동(청소년시설)]

※ 놀토버스란? 주말 유휴 스쿨버스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놀토코디네이터는 놀토버스 이동 및 체험활동지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 및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역할 수행
※ 자세한 활동 내용은 놀토버스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noltobus 참조

나. 놀토코디네이터 온라인커뮤니티(블로그 및 SNS운영)을 통해 청소년 주말활동 홍보
다. 정기회의를 통한 놀토코디네이터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라. 놀토버스 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진행 시 우선 참여기회 제공

4. 주요 일정
일정

내용

서류심사 3.8.(목)

Ÿ 3.8.(금) 개별 공지

면접심사 3.11.(일)

Ÿ 3.13.(화) 홈페이지 공지

3.17.(토)
10:00~18:00
기본교육
3.18.(일)
10:00~18:00
심화교육

비고

Ÿ 오리엔테이션

2시간

Ÿ 청소년활동의 이해

2시간

Ÿ 놀토프로그램 및 코스 교육(기본)

3시간

Ÿ 청소년 심리 및 지도법

2시간

Ÿ 이미지메이킹 교육

2시간

Ÿ 놀토프로그램 및 코스 교육(심화)

3시간

Ÿ 응급처치법 일반과정(대한적십자사)

12시간

3.24.(토) ~ 25.(일)
10:00~17:00
안전교육
3.25.(일)
17:00~18:00

Ÿ 위촉식 및 마무리

위촉식
4월~12월

Ÿ 놀토코디네이터 활동
Ÿ 정기회의 (6월, 9월, 12월 둘째주 일요일)

※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료인원대상

5. 놀토코디네이터 지원사항
가.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명의 위촉장 수여
나. 놀토코디네이터 아이디카드 지급
다.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 지원(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수료증 발급)
라. 양성과정(26시간) 수료시 교육확인증 발급
마. 놀토코디네이터 활동 종료 후 활동확인서 발급
바. 놀토버스 안전인솔지도자 활동시 활동비 지급(중식별도지원)

6. 지원방법
가. 센터홈페이지(www.sy0404.or.kr) - 게시판 –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내려 받기 후 작성
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출력 후 수기로 서명 후 스캔 하여 제출 요망
다. 지원서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noltoseoul@hanmail.net 으로 발송
※ 메일제목 및 파일명 : [놀토코디네이터_이름]

7. 기타안내사항
가. 면접심사 결과 및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나. 놀토코디네이터 양성과정 26시간 미이수시 수료불가
※ 놀토코디네이터는 면접에 합격하여도 양성과정 미수료 시 활동 불가
다. 놀토버스 프로그램 참여일정은 조정 가능
라. 접수문의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말활동팀 02-849-0175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ID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8. 놀토코디네이터 활동 미리보기

[양성과정_청소년활동의 이해]

[양성과정_놀토프로그램]

[양성과정_안전교육]

[양성과정_안전교육]

[양성과정_이미지메이킹

[양성과정_위촉식]

[정기회의]

[놀토버스 활동_활동안내(O.T)]

[놀토버스 활동_안전지도]

[놀토버스 활동_안전지도]

[놀토버스 활동_문화예술체험지]

[놀토버스 활동_문화예술체험지]

[놀토버스 활동_청소년활동시설]

[놀토버스 활동_청소년활동시설]

[놀토버스 활동_청소년활동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