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나눔학교 3기 장학샘 추가 모집공고
『서울시립대-성북 미래나눔학교』에서 활동할 ‘장학샘(장학생+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1. 활동 개요
가. 활동 기간: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년간)
나. 활동 내용
- 성북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
- 매주 6~8시간 맞춤형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신체활동 놀이 지원(주 2-3회, 식사시간 포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센터 운영 현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며,
장학샘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이 모두 가능해야 함
다. 활동 장소 및 시간
- 모든 지원자는 ‘미래나눔학교 3기 학습센터 정보’(bit.ly/UOSJUMP2021_center)
링크 또는 붙임 파일을 통해 본인이 활동할 학습센터를 선택하여 지원함.
- 지원한 학습센터는 활동 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음.
※ 학습센터: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대학생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성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뜻합니다.
라. 활동 혜택
① 장학금 : 시간당 장학금 11,150원 (학기당 최대 250시간 활동 가능)
- 선발자는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근로장학생으로 활동
- 장학금이 지급됨에 따라 봉사시간을 1365 또는 VMS로 인정받을 수 없음
②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시립대 졸업생 동문을 포함한 사회인 멘토단과의 결연을 통한 ‘1:1 멘토링’
-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료 장학샘과 멘토를 함께 만나는 ‘소그룹 멘토링’
- 진로, 적성, 꿈, 리더십, 인문학 등의 주제로 구성된 ‘단체 멘토링’
③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발대식, 중간평가회, 체험학습, 수료식 등
사단법인 점프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2. 모집 개요
가. 모집대상 : 서울시립대 재학생
- 재학생, 신입생, 초과학기생 지원가능
- 휴학생 또는 휴학예정자, 대학원생 지원불가
나. 지원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C0) 이상의 재학생 (신입생 해당 없음)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
- 1년 동안 성실히 교육봉사에 임할 수 있는 학생 (방학기간 포함)
-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청소년을 이해하며 이끌어 줄 수 있는 학생
-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생
-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며,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학생
다. 우대 사항
① 청소년 교육 봉사 경험자
② 미래나눔학교 1기 ~ 2기 참가자
③ 성북구 거주자
3. 선발일정 및 지원방법
가. 선발 일정
① 지원서 접수: 3월 30일(화) ~ 4월 9일(금) 23:59까지
② 서류심사 결과 발표: 4월 13일(화) [이메일/문자 개별 통보]
③ 면접심사: 4월 15일(목)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면접 진행
④ 최종 합격자 발표: 4월 19일(월) [이메일/문자 개별 통보]
나. 지원방법 : 아래 웹 링크를 통해 접수
▶ http://bit.ly/UOSJUMP2021
다. 지원자 유의 사항
① 상기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고지함
② 모든 지원자는 ‘미래나눔학교 3기 학습센터 정보’(bit.ly/UOSJUMP2021_center) 링크
또는 붙임파일을 통해 지원 전에 활동시간 및 장소를 확인하고 지원하여야 함.
③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은 일체 불가하며,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 없이 탈락 처리함
④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샘 선발이 취소됨
⑤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발대식 및 사전교육(4~5월 예정)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
참시 합격이 취소됨
4. 관련 문의
사단법인 점프 : 02-2088-1448 또는 univ@jumpsp.org
5. 주최/주관
서울시립대학교, 성북구청, 사단법인 점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