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8년도 신규 대학생지도자 추가 모집 개요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가 청소년정책수행 및 청소년활동을 지역
사회에 연계・보급하는 청소년특화시설입니다.
센터에서는 2000년도부터 ‘대학생지도자 운영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청소년
활동의 관심과 욕구가 있는 대학생을 주축으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사회 연계지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2018년도 지역 내 청소년활동활성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학생지도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홍보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

대학생지도자 ‘대지’
- 대학생지도자는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소속된 조직으로 2009년
1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서울지역 170만 청소년과
만나 소통하고, 청소년의 활동 참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청소년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주말봉사학교’, 청소년주말활동 활성화
프로젝트 ‘골목대장’, 청소년환경개선 활성화 프로그램 ‘내가 그린(Green)
놀이터’ 등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다양한 축제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Ⅰ 모집개요
모집(건)명 : 2018년도 대학생지도자 10기 모집
모집기간 : 2018. 3. 10.(토) ~ 2018. 3. 22.(목) 까지
모집대상 : 서울지역 거주 대학생 또는 서울지역 소재 대학교 대학생(휴학생 신청 가능)
모집인원 : 30명 이내(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접일정 : 2018. 3. 24.(토) 10:00 ~ 18:00 (예정)
- 면접 관련 세부 일정 개별 안내
지원방법 : 대학생지도자 10기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noltoseoul@hanmail.net 으로 신청서 발송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www.sy0404.or.kr(센터홈페이지)접속-게시판-공지사항)

Ⅱ 추진 일정
순

일 정

세부내용

1

3. 10.(토) ~ 3. 22.(목)

2

3. 23.(금)

3

3. 24.(토)

○ 신규 지도자 면접 운영

4

3. 27.(화)

○ 최종 합격자 발표

5

3. 31.(토)

○ 10기 대학생지도자 모집
○ 대학생지도자 면접 시간 공지
- 개인별 별도 안내

○ 오리엔테이션 운영
- 신규 지도자 필수 참석

비 고

Ⅲ 협조사항
신청 기한에 따른 참가신청서 제출
면접일정 준수(상황에 따른 시간 변경 가능)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2018.3.31.토)

Ⅳ 활동 지원사항
서울특별시립활동진흥센터소장 명의 위촉장 수요
봉사활동 확인서 및 활동증명서 발급(Dovol-1365 나눔포털 연계)
전문교육 및 대학생지도자 자체 워크숍 운영(자체 역량개발 교육)
대학생지도자 활동 종료 후 활동증명서 발급 및 우수활동자 포상

Ⅴ 문의사항
주말활동팀 손인철 02.849.017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학생지도자 운영사항 참조
- http://cafe.naver.com/univ0404 (방문자도 활동 내용 열람 가능)
- facebook.com/univ0404

* 활동 소개 ------------------------------------------- 덧붙임#1참조
* 오시는 길 ------------------------------------------- 덧붙임#2참조

덧붙임#1

대학생 지도자 대표 활동 소개

『내가 그린(Green) 놀이터 운영』

『대학생지도자 역량개발 교육』

교육과 놀이를 함께 환경 인식개선 프로젝트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전문 역량교육

『지역 내 청소년관련 축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자체 워크숍』

센터 참여 혹은 주관의 행사 운영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친목도모 1박2일 워크숍

『1박2일 청소년 워크숍』
센터 내 소속 동아리 대상으로 직접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골목대장&통통통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놀이프로젝트

덧붙임#2

오시는 길

장

소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주의사항 : 보라매공원 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별도의 주차비가 제공되지 않음
약도안내

○ 지하철 이용 시 오시는 방법
순
1

호선

오시는 방법

1호선 대방역
1번 출구

비 고

○ 대방역 1번 출구 앞에서 버스 탑승(150,5531)
- 보라매공원정류장 하차(도보 10분)

버스정류장
20-248

2

○ 문창초등학교 방향으로 1,300m 도보(20분 소요)
버스정류장
2호선 신대방역
○ 버스 : 신대방역 4번 출구 버스탑승 후, 보라매공원
4번 출구
20-921
하차(마을버스-동작05번)

3

7호선 보라매역
○ 보라매공원 방향으로 980m 도보(15분 소요)
2번 출구

○ 버스 이용 시 오시는 방법
순

구 분

정류장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20-217)
- 간선 : 153
- 지선 : 5516, 5525

1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 입구/보라매삼성아파트
동문

(20-188/21-263)
- 간선 : 152, 153, 462, 504, N15
- 지선 : 5516. 6513. 6514. 6515.
6516

2

오시는 방법

비 고

보라매병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7분 소요
보라매병원입구,
보라매삼성아파트,
모자원고개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5분

보라매공원(19-012/20-004)
- 간선 : 150, 505
보라매공원 - 지선 : 5531, 5536, 5623, 5633 보라매공원 정류장 하차 후,
정문

- 좌석 : 5601
- 공항 : 6017
- 일반 : 900

도보 10분 소요

○ 승용차 이용 시 오시는 방법
- 보라매공원 정문 : 보라매공원입구 또는 기상청, 동작소방서 검색
- 보라매공원 동문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보라매병원 검색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면접 시작시간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라며 면접시간 최소 20분 전에는 도착하셔야 합니다.
★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