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기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국내교육(영월)

제136기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국내교육(영월)

파견국가 및 파견직종 활동정보 강사 모집
모집개요

귀국단원 강사 모집

모집개요

강의명

파견국가 생활정보

파견직종 활동정보

강의일시

2019.08.19.(월) 15:00~18:00/3시간

2019.08.27.(화) 16:00~18:00/2시간

강의내용

활동국가별 생활정보 중점 강의

직종별 해외봉사 활동정보 중점 강의

총 16명(각 국별 1명)

모집사항

특성화과정

 보건(6)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보건일반, 임상병리,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솔로몬군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치위생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리카(1) 이집트

기초 컴퓨터 활용법

강의일시

 (1차) 2019.08.16.(금) 19:00~21:00
 (2차) 2019.08.21.(수) 19:00~21:00
 (3차) 2019.08.30.(금) 19:00~21:00

모집직종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일반,디자인)

강의내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교안작성 및 모의수업 실습/피드백 등

기초컴퓨터 활용법(PPT, Word, 한글)
각 프로그램 활용수업 및 실습/피드백 등

 (1차) 2019.08.13.(화) 19:00~21:00
 (2차) 2019.08.20.(화) 19:00~21:00
 (3차) 2019.08.26.(월) 19:00~21:00

 교육(12) 과학교육, 미용교육, 요리, 유아교육,
음악교육, 청소년개발, 체육교육(태권도), 초등교육, 컴퓨터
교육(디자인), 컴퓨터교육(일반), 특수교육, 한국어교육
 기술환경에너지(10) 건축, 기계, 농업, 식품가공, 용접,
자동차, 전기/전력, 전자, 축산, 환경
 공공행정(4) 관광, 사회복지, 사서, 일반행정

모집기간

2019.07.22.(월) ~ 2019.07.31.(수) 21:00 접수 마감

지원방법

하단의 링크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강의 별 신청서 링크 상이)

* 파견직종 활동정보 지원서 마감일 : 08.05.(월) 21:00

수행업무

 강의 커리큘럼 편성, 강의 계획안
강의 원고 제작 등
 강의 진행 및 운영
 강의 실시 후 전체 강의 피드백 관련 협의 실시

 강의 커리큘럼 편성, 강의 계획안
강의 원고 제작 등
 강의 진행 및 운영
 강의 실시 후 전체 강의 피드백 관련 협의 실시

모집기간

2019.07.22.(월) ~ 2019.08.05.(월) 21:00 접수 마감

지원방법

하단의 링크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강의계획서는 첨부파일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wfyc@koica.go.kr) 송부)

선정기준

선정기준
- 강의일자 기준, 귀국일이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귀국단원
- 국내교육 및 현지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

(해당 기수 예비단원의 성별, 연령, 파견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KOICA YP, NGO 현장실무 등) 근무 경험자
강 사 료 120,000원/시간당

강의장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총 32명(각 직종별 1명)

 아시아·태평양(12)

 중동·CIS(3)

강의명

*식비, 교통비 별도 지급 / 서울↔영월 셔틀 이용 시 교통비 미지급
글로벌인재교육원(영월)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3)

- 강의일자 기준, 귀국일이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귀국단원
- 국내교육 및 현지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
- 3차시(6h) 교수계획, 교안작성, 강의운영 및 평가환류 등의 전 과정에 참여 가능한 자

우대기준
- 한국어교육 직종 실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봉사단원 경력 제외)
- 교육원 현지정보제공 강의(파견국가 생활정보, 파견직종 활동정보) 유경험자

강사료
강의장소

경력에 따라 교육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예정 (*식비, 교통비 별도 지급)

글로벌인재교육원(영월)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3)

참고사항

참고사항

- ‘파견국가 생활정보’ 및 ‘파견직종 활동정보’ 각각 중복 지원 가능

- 최종 선발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 최종 선발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미 선발자 사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강의에 대한 세부사항 개별 안내메일 발송 예정

- 선발자는 강의원고 배포용(hwp 혹은 doc) 및 PT용(ppt) 2종 필수 제출

- 금번기수 미 선발자는 글로벌인재교육원 강사풀 등록에 동의한 자에 한해, 차후 강사

※ 강의원고에 대한 세부사항 개별 안내메일 발송 예정
- 담당자 : 글로벌인재교육원(영월) 김새롬 (wfyc@koica.go.kr / 033-834-5857)

섭외 시 활용 예정
- 담당자 : 글로벌인재교육원(영월) 김새롬 (wfyc@koica.go.kr / 033-834-5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