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공고 제2020-114호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제1기 대학생 기자단 모집 일정 연장 공고
우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평아트센터 등 부평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알리고 홍보할 제1기 대학생기자단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문화예술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함께 할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모집일정 변경내용
구분
모집공고
지원서 접수

기존일정
2020.12.16.(수)~

변경일정
2020.12.16.(수)~

내용
- 재단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12.27.(일)
2020.12.21.(월)~

2021.01.03.(일)
2020.12.21.(월)~

게재
- 접수방법:

12.27.(일)

2021.01.03.(일)
2021.01.04.(월)

1차 서류심사

2020.12.29.(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0.12.30.(수)

2차 면접심사

2021.01.05.(화)

최종합격자 발표

2021.01.06.(수)

15:00
2021.01.05.(화)
2021.01.08.(금)
15:00
2021.01.11.(월)

전자우편

제출

(bupyeong_art@naver.com)
- 지원자 대상 서류심사
- 홈페이지 게재
- 서류심사 합격자대상 면접심사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 2020.12.27.(일) 24:00까지 접수분은 별도 추가 접수 없이 자동 접수처리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하며, 장소와 시간은 별도 공지
2. 원서접수 및 방법
□ 선발 절차
시험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결정

합격자 선발 기준
○ 지원자격 적격심사
○ 제출서류 작성 불성실 및 지원자격 미달 시 불합격
○ 심사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기준: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에 따라 선정
○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적합성, 성실성,
가산점(활동경험 등)
자세, 발전성,
창의력, 발표력 등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지원서 및 활동계획서 1부(양식 별첨)
○ 취재·카드뉴스 기자: 자유기사 또는 카드뉴스 1건
○ 영상 기자: 동영상 (3분 이내) 1편 또는 동영상이 업로드된 URL 제출

○ 재학(혹은 휴학) 증명서 1부
○ 대외활동 경험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수료증 등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접수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전자우편(bupyeong_art@naver.com) 제출
※ 이메일 제목: [대학생기자단] 제1기_지원자명
※ 2021.01.03.(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3.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위 변경내용 외 사항은 「제1기 대학생 기자단 모집 공고,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
화재단 공고 제2020-108호」와 동일하며, 제출서류 양식 등은 우리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112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에 게시
4. 문의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032-500-2018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블로그(blog.naver.com/bupyeong_art),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nneRcjeJqXlU4z4Hn8MG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