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 시민기자단 모집공고 안내문

구분 내용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

시민기자단 소개

(메인 타이틀)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브타이틀)

디지털 역량 교육사업의 시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① 청년 시민 기자단

② 배움터 메이트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청년 시민 기자단 지원자격

개인 SNS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이 

활발하고 평소 정책홍보에 관심이 많은 청년 등

배움터 메이트 지원자격

디지털 역량교육 교육 수료생

시민기자단

활동내용

(청년 시민 기자단)

(청년 시민 기자단)

① 월별 미션을 콘텐츠 제작 후 개인 SNS 채널 업로드

※ 콘텐츠 예시

카드뉴스, 영상UCC, 온라인 기사, 한 컷 뉴스 등

각 미션 주제에 맞는 콘텐츠 형식으로 게재

② 센터 개소식 현장취재를 통한 온라인 기사 작성

※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취재가 어려울 시 인터뷰지 작성을 

통해 센터 담당자 인터뷰 진행 후 온라인 기사 작성

시민기자단

활동내용

(배움터 메이트)

(배움터 메이트)

① 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 후 후기 콘텐츠 작성

② 센터 내 수강생 인터뷰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 작성



디지털 역량교육 수료생

- 수강 후 후기 콘텐츠 포스팅 형식으로 작성

- 운영사무국에서 전달하는 콘텐츠 가이드를 통해 자료 작성

- 콘텐츠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 형식은 상이할 수 있음

모집일정 및 활동기간

모집일정 : 2020. 09. 08 ~ 2020. 09. 28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공지

활동기간 : 2020. 10 ~ 2021. 01 (4개월)

우대자격

(청년 시민 기자단)

-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팔로워 수 100명 이상이신 분

- 네이버 블로그 일일 방문자 수 500명 이상이신 분

- 시민기자단, 정책 서포터즈 등 참여경험이 있으신 분

(배움터 메이트)

- SNS 채널 2개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

- 간단한 사진 편집이 가능하신 분

* 상기 내용과 관련해서 지원 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신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 첨부파일1_홍길동_페이스북 팔로워 수 자료)

* SNS 채널 :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유투브

활동혜택
- 월 활동비(20만원) 지급

- 활동기간 종료 후 우수 기자 선정

지원방법

개별 이메일 접수

① 디지털 배움터 공식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접속

② 시민기자단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③ 이메일(ja2nny@naver.com / sima@nia.or.kr)접수

* 상기 이메일 주소에 동시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 시민기자단 운영사무국

T. 070-4915-2204

E. ja2nny@naver.com / sima@nia.or.kr

mailto:ja2nny@naver.com
mailto:sima@nia.or.kr
mailto:ja2nny@naver.com
mailto:sima@n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