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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계 디지털 SNU공헌단

학생단원 및 자문단원 모집 안내

Ⅰ 사업개요

1. 전체 일정

※ 상기 일정은 글로벌사회공헌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모집 프로그램 
1) 랜선 봉사단 in 베트남
2) 쉬운 콘텐츠 제작
3) 서울·울릉도 영상 탐방

3. 모집 대상 : 학생단원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자문단원 (사업 관련 전공 혹은 관련 경력이 있는 교내·외 대학원생(석사
과정 재학 이상의 교내 구성원 또는 석사학위 이상 보유 동문)

구 분 일 자 내 용 비 고

홍보 
및 

선발

2020. 10. 13.(화) 모집공고
2020. 10. 13.(화) ~
2020. 10. 18.(일) 지원서 접수 23시 59분 

마감

2020. 10. 19.(월) ~ 2020. 10. 20.(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조정

2020. 10. 21.(수)~ 2020. 10. 23.(금) 면접전형

비대면 온라인 활동
(사회적 거리 두기 단
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2020. 10. 23.(금)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공통
교육 2020. 11. 14.(토) 공통교육

본활동
랜선 봉사단,
쉬운 콘텐츠 제작

2020. 11. 02.(월) ~ 
2021. 01. 31.(일) 각 프로그램별 기획 및 

제작 작업 및 
디지털 나눔 활동서울·울릉도

영상 탐방
2020. 11. 02.(월) ~
2020. 12. 31.(목)

후속
활동

랜선 봉사단,
쉬운 콘텐츠 제작

2021. 02. 01.(월) ~ 
2021. 02. 05.(월) 활동 마무리, 활동 관련 

설문조사 및 수기문 작성서울·울릉도
영상 탐방

2021. 01. 04.(월) ~
2021. 01. 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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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 인원: 00명

5. 참 가 비 : 없음

6. 사업 목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활용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양질의 스마트 사회공헌 나눔 실천
 -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 
 - 다양한 학내 구성원 참여를 통한 팀워크 형성・증진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세계시민 

및 선한 인재로서의 역량 강화
 - 향후 장기적인 온・오프라인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헌 활동 병행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발굴, 학내 구성원들의 다각적 아이디어 반영 등

7. 주요 프로그램
- 랜선 봉사단 in 베트남: 베트남 빈딘성 아동들의 깨끗한 식수 보급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정수, 교육, 문화 나눔 및 교류 활동 진행
- 쉬운 콘텐츠 제작: 장애인, 아동 및 쉬운 콘텐츠가 필요한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교

육용 애니메이션 영상 및 소책자(학습동화) 제작 활동 수행 
- 서울·울릉도 영상 탐방: 서울 탐방 VR 제작 및 울릉도 중학생과 함께 유튜브 영상 제작

Ⅱ 참가자 모집 및 선발

1. 지원 대상 
 ① 학생단원 :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휴학생, 교환학생 등도 가능하나 본 모집안내 상의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② 자문단원 : 사회공헌활동 관련 전공 혹은 관련 경력이 있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석사 
재학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 보유 동문

※ 자문단원의 역할 : 학생단원 대상 수시 멘토링 및 전문 분야 지원 활동(교안 작성 및 지도, 

관련내용 강의 등), 활동 관련 세부결과보고서 및 자문단원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성실한 

수행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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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공통)
Ÿ 정기 및 수시 모임에 절대 지각/결석하지 않을 사람
Ÿ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전체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Ÿ 새로운 환경·문화 변화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고,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춘 사람
Ÿ 활동 후 지속적인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열정이 있는 사람
Ÿ 국제개발협력 및 지역사회공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2. 전형방법

서류심사

기  준 선발 관련 안내사항 서약, 활동 프로그램, 국제적 협력사업, 디지털 사회공헌 활동 
등에 관심 및 이해 등

일  시 2020.10.13.(화) ~ 10.18.(일) 23:59 까지 온라인 지원
방  법 지원서 검토: 2020.10.19.(월) * 서류 합격자 발표: 2020.10.20.(화)

↓
면접심사

기  준
선발 관련 안내사항 서약 숙지 여부, 디지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극성, 국제적 
협력사업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프로그램별 주요활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 준비
과정에 대한 적극성 및 일정상 참여가능 여부 등

일  시 2020.10.21.(수) ~ 10.23.(금) 중  * 면접 시간 개별 조정(10.20.(화)) 후 공지
장  소 온라인 면접 (ZOOM활용)
방  법 다대다 면접을 통한 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 2020.10.23.(금)

↓
과정심사

기  준 공통교육 혹은 기획 회의(2회 초과) 불참 시 단원 자격 상실 
사전준비 과정에서 불성실한 참여시 탈락

일  시 2020.11.02.(월) ~ 2021. 01.31.(일)  
방  법 사전교육, 준비모임, 본활동, 후속활동 등 전반적인 활동에서의 참여율 및 태도 평가

※ 유의 사항 :
1)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 공통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며, 공통교육 대상자 선정은 ‘최종 참가단원 선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사전준비 과정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공통교육 불참 혹은 기획회의 2회 이상 불참 시 봉사단원 최종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통교육 및 준비모임 참여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최종봉사단원이 결정됨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봉사단 활동은 회의 외에도 수시 준비 활동의 필요로 계절학기 수강과는 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5) 면접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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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10.13.(화) ~ 2020.10.18.(일) 23:59 까지 온라인 지원
나.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1) 랜선 봉사단 in 베트남, 쉬운 콘텐츠 제작
Ÿ 학생단원 https://forms.gle/wT4P13Q5juhaARpZ7
Ÿ 자문단원 https://forms.gle/o5QG3CA1kDaZgApr5 

※ 랜선 봉사단 및 쉬운 콘텐츠 제작: 지원서 작성 시 3개 분야 중 1지망~ 3지망까지 선호

하는 분야 작성을 요함(1지망 또는 1,2지망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

  분야 ① 랜선 봉사단 in 베트남 – 정수나눔 팀(정수 외 공통 활동 있음)
       ② 랜선 봉사단 in 베트남 – 교육나눔 팀(교육 외 공통 활동 있음)
       ③ 쉬운 콘텐츠 제작
※ 모집분야별 구체적 내용/우대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집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2) 서울·울릉도 영상 탐방
Ÿ 학생·자문단원 https://forms.gle/yRTjqVgvVGkL5Zrf8

4. 선발 및 준비일정
가. 프로그램 주요일정

 ※ 현지사정 또는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기간,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전 과정은 비대면 온라인 기반 진행 예정이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국내외 상황에 의

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Ÿ 지원서상의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는 연락 가능한 곳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 

시 즉시 연락 바랍니다.

내 용 일 정 (안)

최종 합격자발표 2020. 10. 23.(금)

공통교육 2020. 11. 14.(토)

팀별 본활동

랜선 봉사단 in 베트남,
쉬운 콘텐츠 제작 2020. 11. 02.(월) ~ 2021. 01. 31.(일)

서울·울릉도 영상 탐방 2020. 11. 02.(월) ~ 2020. 12. 31.(목)

활동평가회 활동 종료 후 1주 이내

후속활동

랜선 봉사단 in 베트남,
쉬운 콘텐츠 제작 2021. 02. 01.(월) ~ 2021. 02. 05.(월)

서울·울릉도 영상 탐방 2021. 01. 04.(월) ~ 2021. 01. 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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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활동 혜택
- 선택 : 1365 자원봉사포털 봉사활동 시간 인정 또는 사회봉사 교과목 인정 중 1가지
※ 1365 자원봉사포털 인정가능 여부 및 인정시간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심사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본 활동을 통해 전공 또는 교양교과목 학점이수 처리를 받는 경우 1365 포털 및 사회봉사 교과목은 

인정 불가
- 자문단원 : 소정의 활동 지도비 지급
- 공통 : 글로벌사회공헌단장 명의의 활동인증서 발급(전 단원)

Ÿ 단원 선발 대상자 발표 이후에는 참가 취소가 어려우니 개인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
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로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일정상 계절학기와 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이후 중도 포기 시 추후 글로벌사회공헌단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Ÿ 면접전형 합격 후 과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Ÿ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국내외 상황으로 인하여, 글로벌사회공헌단

장의 결정에 따라 봉사단 활동기간, 봉사활동 내용 및 방법 등이 추후 변경되
거나,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Ÿ 활동 세부 내용은 참여단원들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사전기획회의에 의해 학생
주도적으로 결정됩니다.

Ÿ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성범죄 처벌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Ÿ 디지털 SNU공헌단은 “디지털 SNU공헌단 봉사단원 제재조치 절차 및 기준”에 
의거, 위반시 경고 또는 자격박탈 조치가 따릅니다. 징계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해당 징계자에게 부과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전    화] 02-880-2994/2999(랜선 봉사단 in 베트남, 쉬운 콘텐츠 제작)
             02-880-1554/2253(서울·울릉도 영상 탐방)
   [사 무 실] 서울대학교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단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53동 207호
             (랜선 봉사단 in 베트남, 쉬운 콘텐츠 제작)
             서울대학교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단 글로벌사회서비스센터 153동 206호
             (서울·울릉도 영상 탐방)
   [업무시간] 평일(월~금) 09:00~18:00 (11:30~13:00 제외)

※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궁금하다면 ⇒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검색,
   글로벌 사회공헌단 홈페이지 방문 (https://snus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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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봉사단 in 베트남」프로그램

모집안내 (안)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2013년 설립된 사회공헌 전담기구로, 사회봉사교과목 운영, 국내외 봉사활동 촉진, 학생
의 자치활동 지원, 대학의 사회공헌 및 국제개발협력, 다양성 존중 및 세계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교류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보급을 주제로 한 봉사활동은 서울대학교만의 독자적인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SNU봉사단이라는 
이름 하에 2010년 창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열아홉 차례 활동하였으며 글로벌사회공헌
단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봉사단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총 850여 명의 단원들
이 참여한 우리 봉사단 프로그램은 베트남 중남부 빈딘성 퀴논시 인근 지역에서 빈딘
성 최대 당면문제인 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빈딘성과 퀴논시의 에코(eco)도시화를 위해 
정수나눔(빗물/우물 활용한 적정기술 정수시스템 설치(20기에 진행하지 않음) 및 유지보
수관리), 교육나눔(학급 담임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호간 교육), 에코나눔(20기에 진행
하지 않음), 문화나눔(문화공연, 교류활동 2회, 지역문화 탐방미션)을 퀴논대학교, 용산
구, 한베문화교류센터, 글로리엔텍과 협력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기획한 이번 랜선 봉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파견이 
불가능해진 베트남 SNU공헌단 활동의 첫 온라인 전환 도전으로 서울대학교 구성원인 
여러분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책임 있는 실천에 동참해 볼 수 있는 기
회입니다. 또한 선후배 및 베트남 대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약속드
립니다.

관련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0VyHr0K57U4&list=PLIV4TpbfYQhl8vWHF_jtx-jFNmAYKkx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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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0 동계 디지털 SNU공헌단 랜선 봉사단 in 베트남 프로그램
(베트남 SNU공헌단 20기)

2. 모집 인원 : 00명 (학생단원, 자문단원)

3. 사업 대상 : 베트남 빈딘성 아동

4. 학생단원 우대사항
Ÿ 짧은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Ÿ 총괄 단원, 정수/교육 팀장이 되어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
Ÿ 경험과 기술이 없어도 자기주도적 기획 및 실행, 기획력, 열정, 관심이 아주 

충만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할 사람
Ÿ 사회공헌, 개발협력, 적정기술, 교육, 식수 정수,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시민, 

베트남, 동남아시아, 환경, 봉사, 디자인 등에 대한 경험 혹은 관심이 있고, 
향후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활동 참여에 관심 있는 사람

Ÿ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서 새로운 방식,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 풍부한 사람

Ÿ 글로벌사회공헌단 활동 유경험자 및 베트남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
Ÿ 시간의 여유가 있고 체력 및 지구력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

5. 자문단원 우대사항
Ÿ 정수기술, 교육, 국제개발협력 등 관련 연구, 전공, 혹은 경력이 있는 사람 
Ÿ 사업 대상(베트남, 아동 등)에 관련한 연구, 전공 혹은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문단원의 역할 : 학생단원 대상 수시 멘토링 및 전문 분야 지원 활동(교안 작성 및 지도, 

관련내용 강의 등), 활동 관련 세부결과보고서 및 자문단원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성실한 

수행 및 참여

6. 주요 활동 
Ÿ 정수나눔: 빈딘성 최대 당면문제인 식수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글로벌사회공헌단이 베트남 빈딘성에 설치한 빗물/우물 정수시스템의 진단 및 
환경 및 수질현황에 부합하는 최적의 빗물/우물 식수 정수시스템으로 전환

Ÿ 교육나눔: 학급 담임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호간 교육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현지 대학생 단원과 협업하여 진행(세계시민 의식 고취, 깨끗한 물의 
중요성 인식 및 정수 원리 이해 등을 주제로 한 교육)

Ÿ 문화나눔(한-베 문화공연, 한-베 단원 간 교류 활동 2회, 지역문화 탐방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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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부일정
Ÿ 시험 기간 중 단축 모임 혹은 휴회 가능
Ÿ 교육 및 기획회의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ZOOM)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구 분 일 자 주 요 내 용 비고
공통교육 2020. 11. 14.(토) 공통교육 필수참여

정기
기획회의 
및
콘텐츠
제작

2020. 11. 03.(화)
19:00 ~ 22:00

담당 직원 OT

2회 초과 
불참 시 
단원
자격상실

협력 기관 교육
선배 발표(다양한 주제) 3명
아이스브레이킹

2020. 11. 10.(화)
19:00 ~ 22:00

역할 선정
정수, 교육나눔 스터디 1회차 진행 및 숙제
지도교수 교육
전 단원 아이스브레이킹
사전답사 내용 공유(퀴논대 단원)
팀명 결정, 세부 일정 설명

2020. 11. 17.(화)
19:00 ~ 22:00

정수, 교육나눔 스터디 2회차 및 숙제
정수, 교육, 문화나눔 활동 기획 1회차

2020. 11. 24.(화)
19:00 ~ 22:00

정수, 교육나눔 스터디 3회차 및 숙제
정수, 교육, 문화나눔 활동 기획 2회차
교류활동 1차

2020. 12. 01.(화)
19:00 ~ 22:00

정수, 교육, 문화나눔 활동 기획 3회차 및 숙제
(SNU단원 공통-자문 및 팀 간 피드백)
자문 교육(정수): 베트남어 통역
자문 교육(교육): 베트남어 통역

2020. 12. 08.(화)
19:00 ~ 22:00

정수, 교육, 문화나눔 활동 기획 4회차 및 숙제
(베트남 단원 피드백)

2020. 12. 15.(화) 기말고사 휴회
2020. 12. 22.(화)
18:00 ~ 22:00

정수, 교육, 문화나눔 활동 실습 및 시연 1차
(팀 별 나뉘어 발표 및 피드백)

2020. 12. 29.(화)
18:00 ~ 22:00

교류활동 2차
랜선 봉사단 파견 활동 실습 및 시연 2차(전 단원)

2021. 01. 05.(화)
18:00 ~ 22:00

문화나눔 연습 및 랜선 봉사단 파견 활동 시연 
3차(SNU 단원)
베트남 단원 기말고사 휴회

랜선 
봉사단 
파견

2021. 01. 11.(화) ~ 
2021. 01. 20(수)

랜선 봉사단 파견(정수, 교육, 문화, 지역탐방, 
Farewell activity) 09:00~20:00(변동 가능)
YOUTUBE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활동

후속활동 2021. 01. 26 (화) 평가회의, 평가 설문, 수기문 발표(서울대 단원)
수시
기획회의 
및 숙제

정기 기획회의 외 단원들 간의 일정 조율을 통하여 수시로 프로그램 준비 
회의 및 관련 작업 진행, 특히 시험기간 외 준비기간 동안은 매일 모일 
수 있음 

총 10회 
이상 진행

인권교육(온라인) 수료증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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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콘텐츠 제작」프로그램 모집안내 (안)

 2020 하계 디지털 SNU공헌단 장애인 지원팀은 ABC(Assemble to Beat COVID-19)라
는 팀명으로,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쉬운 콘텐츠가 필요한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코
로나-19 교육용 콘텐츠(애니메이션 영상 및 학습동화)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
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미국수어, 국제수어 삽입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콘텐츠 모두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외에도 영어, 불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스와힐리어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BC팀에서 제작한 코로나-19 교육용 콘텐츠는 국내 장애인 기관이나 특수학
교 외에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등의 해외 
장애인 지원 기관 및 NGO 등에 활발히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영상의 
경우 질병관리청 공식 SNS 채널과 국립특수교육원 팬밴드 등에 게시되었고, 최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한 기관에서도 추가 번역 문의가 오고 있는 관계로, 별도의 후속 
사업을 실시하여 추가 번역 및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 양질의 ‘이해하기 쉬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활동이고, 의미 있는 활동인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기반하여 2020 동계 디지털 SNU공헌단에서는 또 한번 ‘이해하기 쉬운 교
육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육기회나 정보 접근에 있어 더욱 소외 받고 있는 느린 학습자(발달장애인, 경
계성 지능을 가진 사람 등), 아동 등 쉬운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하실 열정 있고 창의적인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 애니메이션 영상 링크(일부) 
Youtube에 “SNUSR” 검색
한국어: https://youtu.be/Ri36256gUCo
한국수어: https://youtu.be/smJ10uq-cYA
스와힐리어: https://youtu.be/nZhgQ6kxdmE

* 학습동화 신청 링크: https://vo.la/ckkcN

* 질병관리청 게재 링크(일부)
네이버포스트: https://vo.la/SBOtP
유튜브: https://vo.la/A1164
카카오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https://vo.la/TQp9x
(KDCA 미디어센터) https://vo.la/ixgXb

코로나-19 애니메이션 캄보디아어버전 일부

 

코로나-19 학습동화 영어버전 일부 

  

http://vo.la/A1164


- 11 -

1. 사 업 명 : 2020 동계 디지털 SNU공헌단 – 쉬운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2. 모집 인원 : 00명 (학생단원, 자문단원)

3. 사업 대상 : 협력 기관(국내외 장애인, 아동 관련 기관 등을 포함)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 아동, 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쉬운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세계시민  

4. 학생단원 우대사항
Ÿ 쉬운 콘텐츠 제작 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
Ÿ 경험과 기술이 없어도 자기주도적 기획 및 실행, 기획력, 열정, 관심이 아

주 충만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히 디지털 사회공헌에 참여할 사람
Ÿ 디지털 SNU공헌단 활동이 겨울방학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
Ÿ 팀장이 되어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
Ÿ 외국어 번역 및 작문이 가능한 사람
Ÿ 디자인 능력을 보유한 사람
Ÿ 새로운 디지털 활동에 대해 두려움이 없고, 온라인 회의를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사람
Ÿ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서 새로운 방식,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 풍부한 사람 
Ÿ 장애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Ÿ 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 책자 제작 관련 유경험자
Ÿ 이 외에도 쉬운 콘텐츠 제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Ÿ

5. 자문단원 우대사항
Ÿ 교육용 콘텐츠 스토리 기획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 
Ÿ 애니메이션, 동화책 등의 기획 및 제작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
Ÿ 사업 대상(느린 학습자(발달장애인, 경계성 지능을 가진 사람 등), 아동 등)

에 관련한 전공 혹은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문단원의 역할 : 학생단원 대상 수시 멘토링 및 전문 분야 지원 활동(교안 작성 및 지도, 

관련내용 강의 등), 활동 관련 세부결과보고서 및 자문단원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성실한 

수행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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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활동 
Ÿ 쉬운 콘텐츠 제작법 교육 : 쉬운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가 교육, 스토리 제

작 방법 교육 및 관련 연구활동 진행 
Ÿ 교육용 콘텐츠 스토리 기획 : 장애인, 아동 등 쉬운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소책자)스토리 기획을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함. 이후 관련 전문가의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본 및 스토리보드 작성

Ÿ 애니메이션, 소책자(학습 동화 등) 제작 :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업체
(애니메이션, 번역, 더빙, 최종편집 등)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애니
메이션 및 소책자를 제작

Ÿ 콘텐츠 배포 : 제작한 애니메이션, 소책자 등의 콘텐츠를 협력기관, 수요 
요청 기관 등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수혜자에게 전달

    * 현지 수요 등으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7. 세부 일정
Ÿ 시험 기간 중 단축 모임 혹은 휴회 가능
Ÿ 교육 및 기획회의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ZOOM)를 중심으로 하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Ÿ 회의 일자 및 시간,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나, 지원 전 아래 일정을 기준으

로 개인 일정 확인 필수

  [콘텐츠 주제 안] 

(1)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상황 이야기’: 학교, 지역 사회 등에서 지켜야 할 규칙 및 

여러 상황에서 나의 행동이 타인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스토

리텔링화하여 재미있게 구성한 교육 콘텐츠 제작   

(2)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

(3) 기초문해교육 등

 ※ 참고용 콘텐츠 예시일 뿐, 현지 사정 등에 의해 주제 안건, 주제 선정 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콘텐츠 내용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기획 하에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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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자(예정) 내 용 비고
공통
교육 2020. 11. 14.(토) 공통교육 필수참여 

정기
기획회의

및
콘텐츠
제작

2020. 11. 03.(화)
19:00 ~ 22:00

담당직원 OT

2회 초과 
불참 시 

단원
자격상실

아이스브레이킹 
팀명, 역할, 활동내용 등에 대한 논의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 관련 연구활동 

2020. 11. 10.(화)
19:00 ~ 22:00

쉬운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가 교육 
쉬운 콘텐츠 관련 리서치 및 아이디어 공유 

2020. 11. 17.(화)
19:00 ~ 22:00

지도교수 교육
애니메이션, 동화 스토리 제작법 교육 
쉬운 콘텐츠 스토리 기획

2020. 11. 24.(화)
19:00 ~ 22:00 쉬운 콘텐츠 스토리 기획 및 발표

2020. 12. 01.(화)
19:00 ~ 22:00 쉬운 콘텐츠 스토리 기획 및 최종 피드백

2020. 12. 08.(화)
19:00 ~ 22:00

소책자 스토리보드 작성
애니메이션 대본 작성

2020. 12. 15.(화)
19:00 ~ 22:00 기말고사 휴회 (일자 변경 가능)

2020. 12. 22.(화)
18:00 ~ 22:00

애니메이션 제작 진행
소책자 제작 진행
콘텐츠 홍보 기획

2020. 12. 29.(화)
18:00 ~ 22:00

콘텐츠 제작 관련 중간 평가
애니메이션 제작 진행
소책자 제작 진행 
콘텐츠 홍보 기획

2021. 01. 05.(화)
18:00 ~ 22:00

애니메이션 제작 진행
소책자 제작 진행
콘텐츠 홍보 및 배포 준비

2020. 01. 12. (화)
18:00 ~ 22:00

애니메이션 제작 진행
소책자 제작 진행 
콘텐츠 홍보 및 배포 준비

2020. 01. 19. (화)
18:00 ~ 22:00

애니메이션 제작 완료 및 업로드
소책자 제작 완료 및 인쇄
콘텐츠 홍보 및 배포 준비 

수시
기획회의

및
콘텐츠 
제작

정기 기획회의 외 단원들 간의 일정 조율을 통하여 수시로 프로그램 준비 
회의 진행(목요일 19:00-22:00에 진행할 예정), 시험 기간 외 준비기간 
동안에는 매일 모일 수 있음 

총 10회 
이상 진행

인권교육(온라인) 수료증 제출 필수
후속
활동

2020. 01. 26. (화)
15:00 ~ 18:00

평가회의, 평가 설문
수기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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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릉도 영상 탐방」프로그램

모집안내 (안)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환경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사회공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디지털 SNU공헌단’을 발족하였습니
다. 2020 동계 디지털 「SNU공헌단-서울·울릉도 영상 탐방」은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울릉
중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1) 서울 VR 탐방 2) ‘함께 영상’ 제작 3) 영상제작발표회 3가지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서울 VR 탐방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지리적 요인으로 서울을 경험하기 어
려운 청소년들에게 서울지역 VR 콘텐츠 제공을 통한 가상 서울여행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함께 영상 제작은 울릉중학교 학생 중 영상 촬영 및 편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과 함께 동영상을 제작하며, 자존감 향상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
년들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서울대학생들이 영상물 편집을 멘토링하여 함께 하나의 유
튜브 영상을 제작합니다.
영상제작발표회는 서울 VR과 함께 영상 제작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울릉중학교 전교생에게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크리에이터 강연, 보이는 라디
오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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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0 동계 디지털 SNU공헌단 「서울·울릉도 영상 탐방」

2. 모집 인원 : 00명 (학생단원, 자문단원)

3. 사업 대상 : 울릉중학교 학생

4. 학생단원 우대사항
Ÿ 모든 일정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
Ÿ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전체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Ÿ 새로운 환경·문화 변화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고,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춘 

사람
Ÿ 아동·청소년 봉사활동 및 멘토링 경험이 있는 사람
Ÿ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열정이 있는 사람
Ÿ 영상 편집·유튜브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
Ÿ 영상 촬영 및 제작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5. 자문 우대사항 
Ÿ VR 및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 및 경험이 있는 사람
Ÿ 아동·청소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Ÿ 경험과 기술이 없어도 주도적인 기획과 실행 활동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으

로 활동에 참여할 사람
Ÿ 독창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
Ÿ 단원들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6. 주요 활동 
1) 서울 VR 탐방: VR로 떠나는 서울 디지털 탐방 콘텐츠 제공

· 서울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서울지역 여행 VR 제공

    예) 에버랜드, 63빌딩, 유적지, 서울숲, 박물관 등 (수요조사 예정)
2) 함께 영상 제작: 서울대 단원들이 울릉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동영상 제작

  ·  비대면 방법으로 상호작용 및 촬영영상 교환
  ·  멘토와 멘티가 온라인으로 영상 기획·촬영·편집을 함께하여 하나의 유튜브 영상 

제작
     예) 울릉도 Vlog, 울릉도 핫스팟,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취미 생활 등 다양한 주제

3) 영상제작발표회: 서울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미디어 체험·학습/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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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2020년 12월 29일(화) ~ 30일(수)
  · 방식: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호작용
  · 내용: 각 VR 및 동영상 작품 설명, 크리에이터 강연, 보이는 라디오, Q&A 등
     ※ 참여자에게는 VR기어, 기념품, 경품추첨 등의 혜택이 있음.

7. 세부일정
Ÿ 시험 기간 중 단축 모임 혹은 휴회 가능
Ÿ 교육 및 기획회의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ZOOM)를 중심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에 따라 변경 가능
Ÿ 회의 일자 및 시간,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나, 지원 전 아래 일정을 기준으로 개인 

일정 확인 필수

일 자 내 용 비 고전체 VR 촬영 함께 영상 기획

2020. 11. 14.(토) 공통교육 필수참여

2020. 11. 3(화) 
18:00 ~ 21:00

담당직원 OT
팀명, 역할, 활동내용 등에 대한 논의

함께 영상 기획 
회의는 

매칭되는 
멘티와 

자율적으로 주 
1회 회의를 
잡을 예정

2회 초과 
불참 시 단원

자격상실

2020. 11. 10.(화)
18:00 ~ 21:00

 전체 기획회의
(매주 화요일 진행) VR 동영상 기획

팀별교육2 및 함께 
동영상 제작 아동 모집 
및 선발

2020. 11. 17.(화)
18:00 ~ 21:00

전체 기획회의
(매주 화요일 진행)

VR 동영상 촬영

함께 동영상 기획

2020. 11. 24.(화)
18:00 ~ 21:00

전체 기획회의
(매주 화요일 진행) 함께 동영상 촬영

2020. 12. 01.(화)
18:00 ~ 21:00

 전체 기획회의
(매주 화요일 진행)

VR 동영상 편집 함께 동영상 촬영 및 
편집2020. 12. 08.(화)

18:00 ~ 21:00
전체 기획회의

(매주 화요일 진행)

2020. 12. 15.(화)
18:00 ~ 21:00

 전체 기획회의
(매주 화요일 진행) 영상제작발표회 준비 함께 동영상 편집

2020. 12. 22(화)
18:00 ~ 21:00

영상제작발표회 최종 시뮬레이션/ 동영상 게시 및 배포

2020. 12. 29(화) ~ 
12. 30.(수)

영상제작발표회 필수참여

수시 회의
정기 기획회의 외 단원들 간의 일정 조율을 통하여 수시로 프로그램 준비 회의 
진행

수료증 인권교육(온라인) 수료증 제출 필수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