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 내용

  모집대상

          유스굿윌가이드 7기 
           - 일반부문 : 외국어 회화가 원활한 서울 거주 대학생, 고등학생 (만 16~24세)

           - 특기부문 : 서울 거주 대학생, 고등학생 (만 16~24세) 홍보 특기자
                       (사진·영상·디자인 제작 능력 보유자) 

  선발인원

            총 50명    (일반부문 40명, 특기부문 10명)

  선발일정 

          ▷ 서류마감  : ~ 2017. 2. 17 (금) 24:00

          ▷ 서류발표  : 2017. 2. 21 (화)
          ▷ 면접전형  : 서류합격자 개별 문자 안내 (2.22(수)~26(일) 중 진행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3. 3 (금)

             ※  오리엔테이션(3.18(토)) 및 현장교육(3월말~4월초 주말) 의무 참석 (불참 시 선발 취소.)

             ※ 지원 상황에 따라 3월 초에 추가 모집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오리엔테이션과 현장교육 세부일정을 공지 예정입니다.

  지원방법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홈페이지 선발내용 확인 후 지원서 이메일 접수

  선발기준  

              일반부문 - 외국어 회화능력, 활동 의지 및 관심도, 봉사 경력

              특기부문 - 홍보 특기 사항, 활동 의지 및 관심도, 봉사 경력

                                                 

  접수/문의 

문의
facebook.com/YouthGoodwillGuide (페이스북 메신저)

02)2677-1826 (평일 09:00~17:00)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기획사업팀 유스굿윌가이드 담당자)

접수 yggdatabox@gmail.com

참고 www.hiseoulyh.com 커뮤니티>Hi News 게시판



2. 활동 내용

  유스굿윌가이드 7기 활동기간 

       2017년 3월 ~ 12월

  활동내용 

         1. 외국인 대상 서울일일투어가이드 활동 

         2. 외국인 학생과의 문화교류회 활동 

            (고등학생-교류회(국내), 대학생-교류회(국내 및 일본))

         3. 봉사단 운영활동 
             (오리엔테이션, 현장교육&모의가이드, 워크샵, Year End Gathering)  

  활동일정 
         1. 서울일일투어가이드 : 연중 상시 활동 (봉사 POOL 형태로 운영)

         2. 문화교류회 : 연중 3~4회 

         3. 봉사단 운영활동 

           

오리엔테이션 ▷ 현장교육, 모의가이드 ▷ 워크샵 ▷ Year End Gathering

3.18 (토) 연중 상시 (당일형) 5월, 8월중 (1박2일) 12월중 (당일형)

         

  가입비용 
        가입비용 : 30,000원

        ※ 가입비는 연중 가이드활동 지원금(회당1만원) 및 운영활동 진행비(식비, 교육비)로 사용됩니다.

     
  활동혜택 

         ※ 봉사활동확인서 (Dovol) 발급 : 가이드 봉사의 성실성과 봉사단 운영과 관련된 기여도를
                                         개별 평가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함.

일반 

단원

단원 전원
 ·  봉사활동확인서 (Dovol) 발급

 ·  가이드 활동 지원금 (가이드 1회당) 1만원 지급

수료 단원
 ·  수료증 발급
 ·  봉사활동확인서 (Dovol) 발급

우수

활동자

 ·  각종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우대 (해외 파견 봉사·교류) 

 ·  수료증 및 봉사활동확인서(Dovol) 발급,
    우수활동자 표창장 수여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서울청소년시설협회장상,   
      한국청소년연맹총재상,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본부장상 



3. 활동 실적 

  활동실적 

   - 2011년 유스굿윌가이드 1기 ~ 2016년 유스굿윌가이드 6기

      · 총 754회 / 7,105명 (35개 국적 참여)

  수상내용 

   - 2013년 

      · 제14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동아리 부문 서울특별시장상 최우수상 수상 

      · 제9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동아리 부문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 2014년
      · 제15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동아리 부문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 2016년
      · 제17회 서울청소년자원봉사대회 동아리 부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 여성가족부장관상 우수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