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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세계화 재단
2018 경상북도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모집

비영리 공익재단인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발도상국 농촌발전과 빈곤종식을 위해 10개국 37개 마을에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세계화사업 현장에서 새마을 운동과 경상북도의 위상을 널리 알릴 2018 경상북도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
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01. 파견개요
○ 파견국가 : 인도네시아, 베트남
○ 파견기간 : 2018.7.16(월) ~ 7.27(금)
○ 선발인원 : 00명

02.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경북지역인 대학생 또는 경북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심신이 건강하고 해외봉사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경상북도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기 참가자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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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publicity/other_agency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01728/73197/%25EB%25B6%2599%25EC%259E%25841.%202018%20%25EB%258F%2584%20%25EB%258C%2580%25ED%2595%2599%25EC%2583%259D%20%25EC%2583%2588%25EB%25A7%2588%25EC%259D%2584%20%25ED%2595%25B4%25EC%2599%25B8%25EB%25B4%2589%25EC%2582%25AC%25EB%258B%25A8%20%25EB%25AA%25A8%25EC%25A7%2591%20%25EA%25B3%25B5%25EA%25B3%25A0%25EB%25AC%25B8%201%25EB%25B6%2580%2528%25EC%25B5%259C%25EC%25A2%2585%2529.pdf?pkey=sqD4tTDgK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01728/73197/%25EB%25B6%2599%25EC%259E%25841.%202018%20%25EB%258F%2584%20%25EB%258C%2580%25ED%2595%2599%25EC%2583%259D%20%25EC%2583%2588%25EB%25A7%2588%25EC%259D%2584%20%25ED%2595%25B4%25EC%2599%25B8%25EB%25B4%2589%25EC%2582%25AC%25EB%258B%25A8%20%25EB%25AA%25A8%25EC%25A7%2591%20%25EA%25B3%25B5%25EA%25B3%25A0%25EB%25AC%25B8%201%25EB%25B6%2580%2528%25EC%25B5%259C%25EC%25A2%2585%2529.pdf?pkey=sqD4tTDgK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01728/73198/%255B%25EB%25B6%2599%25EC%259E%25842%255D%25EA%25B2%25BD%25EC%2583%2581%25EB%25B6%2581%25EB%258F%2584%25EB%258C%2580%25ED%2595%2599%25EC%2583%259D%25EC%2583%2588%25EB%25A7%2588%25EC%259D%2584%25ED%2595%25B4%25EC%2599%25B8%25EB%25B4%2589%25EC%2582%25AC%25EB%258B%25A8%20%25ED%258F%25AC%25EC%258A%25A4%25ED%2584%25B0.jpg?pkey=sqD4tTDgK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101728/73198/%255B%25EB%25B6%2599%25EC%259E%25842%255D%25EA%25B2%25BD%25EC%2583%2581%25EB%25B6%2581%25EB%258F%2584%25EB%258C%2580%25ED%2595%2599%25EC%2583%259D%25EC%2583%2588%25EB%25A7%2588%25EC%259D%2584%25ED%2595%25B4%25EC%2599%25B8%25EB%25B4%2589%25EC%2582%25AC%25EB%258B%25A8%20%25ED%258F%25AC%25EC%258A%25A4%25ED%2584%25B0.jpg?pkey=sqD4tTD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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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재단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출신 및 봉사활동 40시간 이상인자 우대

03. 참가비
○ 1인 10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참가비 면제

04. 선발일정 및 접수방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8.4.9.(월) ~ 4.29.(일)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18.5.10.(목) 15:00
○ 면접전형 : 2018.5.19(토)
○ 국내사전교육 : 2018.7.3(화)~7.5.(목)
○ 발대식 : 2018.7.5.(목)
○ 파견 및 현지활동 : 2018.7.16.(월)~7.27.(금)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www.saemaulgl.or.kr)
※ 문의처 : 새마을세계화재단 연수부 (054-716-2564)
※ 상기일정은 새마을 세계화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05. 주요활동
○ 마을 청소, 마을 내 꽃길 조성, 마을회관 벽화그리기
○ 새마을 시범농장 수박재배, 잉어사료 가공공장 진입로 정비
○ 마을주민 대상 위생교육,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실시
○ 문화교류 및 문화탐방

06. 참고사항
○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 및 발대식 불참자, 교육태도 불량자는 파견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 수료자에 한해 파견하며 교육 수료 후 파견 포기의사를 밝히는 학생은 항공권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 세계화재단 (054-716-2564)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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