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DGC NGO 사단법인 미래희망기구
고등학생 인턴십 모집 공고
Position Title: High school Student Intern

사단법인 미래희망기구는 대한민국 외교부 소관의 비영리 단체로, 2014년 6월 유엔 공보국의
협력 지위를 획득한 국제 NGO (Civil Society Organization assoc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s) 입니다.
UN·SDGs·국제기구 관련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유엔 전문가 교육, 청소년 학술 포럼, 글로벌
컨퍼런스 등) 및 후원 프로그램(빈곤국가 지원 사업)업무 지원을 함께할 인턴을 채용합니다.

1. 사업 개요
◼

교육사업부(Education Department)
: 유엔 및 국제기구 연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유엔 전문가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모의유엔대회

UN Headquarters(미국, 뉴욕)
UN Headquarters(스위스, 제네바)
KOICA(한국국제협력단)
Yale MUN USA
WFUNA International MUN
유엔 아카데믹 포럼

청소년 학술 포럼

한중일 대학생 3국 협력 포럼
외교부 한중일 대학생 외교 캠프

교육사업부

제1호: 군축을 위한 10가지 행동
유엔 공식 도서 번역 및 출판

제2호: 유엔의 필수 이해
제3호: 유엔의 모의유엔 안내서

SDG Book Club Korea

SDGs Academic Lecture Series
SDGs 홍보 캠페인
GLEC Korea

글로벌 리더십 영어경연대회

GLEC Global
Global GLEC Conference
전국 교내 영어 에세이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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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업부(Sponsorship Department)
: 국내외 교육기관 연계 청소년 봉사활동 및 후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남수단 현지 희망학교 지원
희망나눔 운동화 그리기
전래동화 및 어린이 도서 번역

후원사업부

희망나눔 컨테이너 프로젝트

희망 전등 그린라이트 캠페인
총 대신 축구공 캠페인
봉사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2. 모집 분야
구분

모집 상세
▪

(모집인원) 3명 이내

▪

(학력조건)
국내외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한 자

▪

(근무기간) 여름방학기간 내 2-3주(학사일정에 따라 인턴십 기간 협의 가능)

▪

(주요업무)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국제기구 관련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및 후원사업부
업무 지원/사무 보조

▪

인턴

(자격요건)
UN SDG Book Club Korea 정회원 중 대한민국 청소년(고등학생)
(사)미래희망기구 교육 프로그램 기참가자
* 프로그램 예시: 유엔 전문가 교육, SDGs 아카데믹 포럼, 세계시민교육 등

(사)미래희망기구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가시간 누적 30시간 이상
▪

(우대사항)
(사)미래희망기구 주최/주관 대회 수상자 및 표창자
*프로그램 예시: 글로벌 리더십 영어경연대회(GLEC), 남수단 청소년 체육부 표창, 예일대학
교 국제모의유엔대회(YMUN),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국제모의유엔대회(WIMUN) 등

3. 선발 절차
1) 모집마감일: 2022년 6월 17일(금) 23:59까지(선발 종료 시 조기 마감 가능)
2) 지원 방법: webmaster@hopetofuture.org 로 PDF 서류 제출
3) 절차
[1차] 서류 접수

[2차] 면접

지원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비대면 면접 진행(Zoom) (면접 일시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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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 상세
구분

상세

근무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6, 다나빌딩 4층(2호선 역삼역, 9호선 언주역)

근무시작일

근무 시작 일자는 학사 일정에 따라 추후 조율
(식대 제공, 근무 종료 시 수료증 발급)

5. 문의
웹: www.hopetofuture.org, 이메일: webmaster@hopetofuture.org, 전화: 02-695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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