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제31기 한미친선써클
(Korean American Friendship Circle) 참가자 모집
미국 문화 체험과 더불어 우리 문화를 대구 미군 가정에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한미
친선써클(KAFC)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한미친선써클(Korean American Friendship Circle)이란?
대학생, 미군 및 한국인 가정이 한 조를 이루어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군캠프 행사 참가, 팀별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예) 볼링, 음식 만들기, 미국명절 함께 보내기, 명소답사, 영화보기 등
2. 모집인원: 50명 내외
3. 활동기간: 2019학년도 1학기(3월 말 ~ 7월 말 예정, 주로 주말 활동)
4. 지원 자격
1)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가능
2) 우리학교를 대표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 2019년 봄 학기 중 취업 예정이거나 연수 등의 계획이 있는 학생 지원 삼가
※ 대부분 팀 활동 주말 예정이므로, 주말에 시간 할애 어려운 학생 지원 삼가

5. 제출서류
1) 오프라인 제출 서류 (아래 순서대로 제출!)
▷ 국문 지원서 (첨부파일 1)
▷ 영문 지원서 (첨부파일 2)
▷ 영문 이력서 (첨부파일 3, 4)
→ 영문 지원서 및 이력서 IWC 첨삭 완료 후 확인 도장을 받을 것(마지막 장 앞면)
→ IWC 위치 : 학생서비스센터 2층(도서관 맞은편 건물)
→ 이력서 첨삭의 경우 ‘예약이 조기 완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 권장
→ 이력서 관련 문의: IWC 담당자 데이비드 듀프레이(053-950-7439, knu.iwc@gmail.com)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리 및 우편접수 가능, 우편 접수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유무 확인
2) 이메일 제출 서류
▷ 국문지원서+영문지원서+영문이력서(첨삭 후 확인 도장 받은 최종본)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intern@knu.ac.kr 으로 제출
※ 파일제목: 학과_이름_한글_영문

6. 서류접수 및 선발방법
1) 접수기간: 2018. 12. 17.(월) ~ 2019. 1. 3.(목) 16:00까지
2) 오프라인 접수처: 국제교류처 미군캠프 담당 서우성 앞(글로벌플라자 608호)
온라인 접수처: intern@knu.ac.kr
※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류 두 가지 모두를 제출해야 서류접수 완료

3) 선발방법: 미군캠프 측 서류 심사 및 국·영문 면접
7. 면접 일정 및 장소
1) 면접일시: 2019. 1. 15.(화) 오전 9:30 ∼ 오후 4:00
※ 오전 1부와 오후 2부로 나눠 진행하고, 학교별 인터뷰 스케줄 상이(추후 공지)

2) 면접장소: 대구 가톨릭 대학교(하양), B1건물(취·창업관) 407호
8. 참고자료
1) www.friendshipcircle.co.kr(다음카페) : 이전 참가자 설문지 샘플, 활동 후기 등
2) Facebook에서‘Korean American Friendship Circle’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 열람 가능
9. 문의 : 국제교류과 KAFC 담당 서우성 (intern@knu.ac.kr, 95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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