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제2022-39호]

2022‘Study in Korea’서포터즈 모집

○ 활동 혜택
- (공통) 온라인 서포터즈 위촉장 및 활동비 지급 (총 50만원)*, 수료증서 수여
* 8월말, 11월말에 나누어 25만원씩 지급 예정(과제 완수조건으로, 활동이 저조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유학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유학 생활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갈
열정과 창의력을 가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많은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우수활동자) 국립국제교육원장상 수여
- (영상특기자 중 우수자) 한국유학 홍보 영상 제작 의뢰*하여 별도

수당 지급 예정

□ 서포터즈 운영 개요

○ 명칭 : 스터디인코리아 서포터즈 (‘Study in Korea’ Supporters)
○ 지원 자격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 단,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은 지원 불가
※ 온라인 서포터즈 지원 대상 언어권(11개 등)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터키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등
- 국적과 언어권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1개 언어권만 지원가능

○ 모집 분야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중복지원 가능)

: 2

* 활동 중 제작 의뢰하여 제출받은 영상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국립국제교육원에 있음

□ 서포터즈 선발 개요

○ 모집 기간 : 2022. 3. 21.(월) ~ 4. 1.(금)
○ 지원 방법 : 서포터즈지원서양식다운로드및작성후이메일(supporters11@korea.kr) 제출
※ 메일 발송시 이메일 제목 앞에 [온라인 서포터즈 지원] 말머리 표기, 지원서 파일명은 “지원
분야-지원 언어권- 지원자 이름.doc” 형식으로 제출(미흡한 지원서는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선발 방법 : 서포터즈 지원서, 지원자가 운영 중인 SNS 활동현황(계정
확인, 방문자 수 등)에 대한 서면 심사(필요시 영상 면접)

① SNS 활동 특기자 분야 :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
② 영상 특기자 분야 : 영상 촬영 및 편집에 능한 자

○ 모집 인원 : 총 40명 내외

*

* 언어권별/분야별 1명 이상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언어권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다른
언어권에서 선발 할 수 있음

○ 활동 기간 : 8개월 (’22. 4월 ~ 11월)
○ 활동 내용 : 한국유학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한국유학 관련 각종 행사 공유,

* 합격자 발표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공지사항 게시(4.8.(금))
예정이며, 스터디인코리아 서포터즈 발대식 일정 및 방법은 향후 개별 통보

○ 선발 및 활동 일정
모집기간

2022.3.21.(월)
~ 4.1.(금)

⇨

합격자 발표

4.8.(금)
발표예정

⇨

활동기간

2022. 4월～11월까지
(8개월)

한국유학 홍보 SNS 콘텐츠 제작 ‧ 게시

구 분
공통 과제

•
•

분야별 과제
•
권장 과제*

•

① SNS 활동 특기자
② 영상 특기자
한국유학 생활 수기(영상 또는 텍스트) 작성 (월 1건)
온라인 박람회 등 한국유학 관 • 한국유학 홍보 관련 동영상 제
련 행사 개최 홍보 (개인 SNS 및 단
작․제출 (1편)
톡방 공유 10회 이상)
SNS 게시용 콘텐츠 발굴․제출 • 재한 외국인 유학생 인터뷰
(월 1건)
영상 제작‧제출 (1건)
한국유학 또는 한국문화 관련 주제로 개인 SNS 지속적으로 운영

* 권장 과제는 필수사항은 아니며, 우수활동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예정
※ 모든 콘텐츠는 선정 언어 및 한국어(또는 영어) 등 2개 언어로 제작

※ 상기일정은 선발 및 활동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02-3668-1463 / supporters11@korea.kr

2022. 3. 21.
국립국제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