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코카 서포터즈 ‘에콩이’ 1기 모집

에듀코카에서는 본 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 사이트 이용 환경 등에 대해
이용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포터즈 ‘에콩이’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및 일정
ㅇ 모집인원 : 00명
ㅇ 지원자격
-(필수)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2년제 이상, 휴학생 포함)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평소 에듀코카 사이트 및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자
-활동 기간 동안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완성도 높은 활동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는 자
ㅇ 선발 기준 : 서류심의 (※ 공고일 기준, 에듀코카 콘텐츠 수강 이력 있는 자 우선 선발)
ㅇ 최종 발표 : 2021. 10. 21 (화) (※ 에듀코카 홈페이지 공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일정
모집공고
10월 1일 (금)
~ 10월 11일 (월)

선발 (발표)

활동기간

10월 18일 (월)

10월 25일 (월)
~ 11월 30일 (목)

2. 활동내용 및 혜택
ㅇ 활동 내용
㉠ 에듀코카 정규과정 수료 및 열린강좌 수강하기
- 최소 수강 강좌 : 정규과정 10개 과정, 열린강좌 10개 강좌
- 11월 신규 제작 강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교육 서비스 만족도 보고서 작성하기
- 수강 과정에 대한 콘텐츠 만족도 등 콘텐츠 품질에 대한 평가
-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 제출 등
- 선발 후 배포하는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ㅇ 활동 혜택
㉠ 에듀코카 서포터즈 활동증명서 발급
㉡ 활동 종료 후 서포터즈 전원 대상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5만원권 지급
㉢ 서포터즈 中 우수활동자 5명 대상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지급

(※ 우수활동자 선발 기준 : 수료 및 수강 개수, 제출 자료 등 종합 평가 후 12월 중 개별통보)

3.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ㅇ 접수방법
-모집 기간 내 제출 서류 작성 후 메일(koccaedu@gmail.com)로 접수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메일 제목과 첨부 파일명에 [에듀코카_서포터즈_지원_본인이름] 표기
(예시) 에듀코카_서포터즈_지원_홍길동_지원신청서
에듀코카_서포터즈_지원_홍길동_재학증명서
에듀코카_서포터즈_지원_홍길동_자기소개서
(※ 재학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ㅇ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및 재학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서포터즈로 선발된 이후라
도 선발취소가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니터링 보고서 미제출 등 활동 기준 미충족시 혜택 제공 및 증명서 발급 불가함
㉢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콘텐츠아카데미 운영사무국 02-6310-0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