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하반기 T모집 공고 

 가. 활동명: 2020년도 하반기 씨드스쿨 교육봉사자 모집

 나. 활동기간 2020년 9월 ~11월 초 / *단기학기제 상상코칭 ON : 8/12(수)~8/13(목)

 1) 씨드스쿨 정규과정 

 

2) 씨드스쿨 단기학기제   

 3) 씨드스쿨 토요꿈이룸학교

※ 모든 교육은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

※ 최종합격자에 한해 사전교육과 세부 일정 추후 안내

 나. 활동내용: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1:1 멘토 또는 스텝 봉사자로 활동

  - (씨드스쿨 정규과정) 

지원분야(택1)
씨드스쿨 토요꿈이룸학교

(꿈프로젝트 + 졸업여행)

활동기간

사전교육 ⓵ 2020년 8월 5일(수)

사전교육 ⓶ 2020년 8월 22일(토)

토요꿈이룸

프로그램
2020년 9월 ～11월 

활동현장 송파 교육복지센터

지원분야(택1)
씨드스쿨 정규과정

(2학기 프로그램) 

활동기간

사전교육 ⓵ 2020년 8월 5일(수)

사전교육 ⓶ 2020년 8월 19일(수)~20일(목)

현장별모임

(오프라인)
현장별 사전모임 (8월 마지막주)

2학기 프로그램 2020년 9월 ～11월 

활동현장
단구/덕양/모현/의정부여자/일산중

(5개교 중 선택)

지원분야(택1)
씨드스쿨 단기학기제

(상상코칭 ON＋2학기 프로그램) 

활동기간

사전교육 ⓵ 2020년 8월 1일(토) / 8월 5일(수)

사전교육 ⓶ 2020년 8월 19일(수)~20일(목)

상상코칭(ON) 2020년 8월 12일(수)~13일(목)

2학기 프로그램 2020년 9월 ～11월 

활동현장 북서울중 



    오프라인 8-10회 구성 / 평일  / 주 1회  / 중학교 내 방과 후 활동 / 4시간  

  

  - (씨드스쿨 단기학기제) 

    8월 (온라인 1박 2일) +  2학기 오프라인 8-10회 구성 / 주 1회  / 중학교 내 방과 후 활동 / 4시간  

   

  - (씨드스쿨 토요꿈이룸학교) 

   오프라인 8회 + 졸업여행 / 토요일 / 주 1회  / 송파교육복지센터 / 4시간  

 ※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 오프라인 활동 불가시,  온라인 활동으로 변경예정 

  

 다. 지원자격:

 - (※필수) 면접과 사전교육 및 씨드스쿨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

  -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분

  -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분

  - 교육, 사회복지, 청소년, NGO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분

  - 씨드스쿨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와 꿈을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분

  -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멘토링 커리큘럼을 경험하고 싶은 분

  

 라. 모집일정:

 - 서류접수기간: 2020년 6월 8일(월) ~ 2020년 7월 5일(일) 23:59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면접 

 - 최종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문자 및 홈페이지 공지 

  마. 혜택:

 - 대교단 활동 수료증 발급 

 - 대교단 입사 시 가산점 부여 

 - 오프라인 개강 시, VMS 공식 봉사시간 인증 혹은 해당 학교장 명의의 교육봉사 인증서발급 

 ※ 자원봉사인증관리 센터 (VMS 및 1365 등) 기준에 따라, 온라인 멘토링의 경우 봉사시간 지급 불가함.

 단, 2학기 오프라인 씨드스쿨 진행시 봉사시간 지급.

  바. 문의:

  - 담당자 함미정 070-4351-5525

  - 이메일 sally @seedschool.kr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씨드스쿨

  사. 유의사항:

  - 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현장별(학교별) 지원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문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북서울 단구,덕양,의여
모현, 일산, 

토요꿈이룸학교

면접일자 7/8(수) 7/21(화) 7/23 (목)

면접방식 ZOOM 온라인 면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