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학생 수원문화홍보단 6기 모집 안내

01. 모집대상 : 국내 대학교 재학 외국인 대학생
02. 모집조건
◾국내 대학교 재학 외국인 대학생
◾한류나 여행에 관심이 있으며, 다양한 SNS 매체 활용 가능자
◾한국어 가능자 우대
03. 모집인원 : 20명
04. 모집일정
◾모집기간 : 2019. 2. 25(월) ~ 3. 15(금)
◾합격자 발표 : 2019. 3. 27(수)
◾발대식 : 2019. 4. 13(토) / 장소 : 수원문화재단
05.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sns.swcf.or.kr)
06. 활동기간 : 2019년 4월 ~ 12월
07. 활동내용
◾자국어로 수원 관련 정보를 개인 SNS(Blog 포함)에 등록
◾9차 홍보단 활동, 수원투어 및 문화체험 참가
◾KT&G 유니브 버디 한국 대학생과 공동 팀 활동
◾홍보단 활동 및 체험후기를 작성하여 본인 SNS 게시, 수원 및 재단 활동 등에 관
하여 직접 홍보
08. 활동혜택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수원화성 프리패스(free pass) 부여
※수원화성 프리패스는 동반 1인까지 무료입장 가능
◾재단 행사 시 초청 및 우선 참여권 부여
◾활동증서 수여 및 우수 홍보단원 시상(상품증정)

09. 문의 :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031-290-3516 / mjkim@swcf.kr)

Recruitment notice for the 6th Suwon Cultural Ambassadors

01. Recruited students : International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universities
within Korea
02. Recruitment conditions
◾International students currently attending universities within Korea
◾Students interested in “Hallyu (Korean Wave)“ or travelling, capable of using
various SNS platforms
◾Students with good command of Korean will be given preferential
consideration
03. Volume of recruitment : 20 students
04. Recruitment schedule
◾Application period : February 25th ~ March 15th, 2019
◾Results announcement : March 27th, 2019
◾Starting ceremony : April 13th, 2019 / at Suwonn Cultural Foundation
05. How to apply : Through website(sns.swcf.or.kr)
06. How long will you served : April 2019~November 2019 (8months)
07. Activity details
◾Register information related to Suwon in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at
personal SNS platforms (including blogs)
◾Participate in Suwon free tours, and write tour reviews
◾Collaboration with KT&G univ buddy
08. Activity benefit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uwon tours for free
※ Suwon Hwaseong Fortress free pass allows 1 additional admission free of
charge
◾Receive preferential invitations and requests for participation in events hosted
by the Suwon Cultural Foundation
◾Receive activity certificates and outstanding Ambassador awards (including
prizes)

09.
Inquiries
:
Suwon Cultural
Team(031-290-3516 / mjkim@swc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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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

Pro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