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아카데미 서포터즈&기자단 모집 공고

ILO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ITC-ILO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에서

공동 주관하는 제8차 사회연대경제 ILO아카데미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

울시청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진행되

는 이번 행사에 참가할 서포터즈와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사회적경제 추진 경험

을 전수하는 뜻깊은 자리에 사회적경제와 국제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

원 바랍니다.

□ ILO아카데미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는 지역 간 고급 역량 강화 훈련 프로그램으로 국제 노동

기구 국제교육센터(ILO-ITC)의 주관 하에 ▲이탈리아 튜린(2010) ▲캐나다 몬

트리올(2011) ▲모로코 아가디르(2013) ▲브라질 캄피나스(2014) ▲멕시코

푸에블라(2015) ▲코스타리카 산호세(2016)에서 7차까지 개최되었다.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GSEF는 2014년 서울에서 창립 총회를 가지고 출범한 국제기구로, 교류와 연

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활동하

는 국제협의체이다. 대표적인 회원 단체로 서울시, 캐나다 몬트리올시, 스페인의

빌바오시 등이 있으며, 20여 개의 민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혹은 지원 단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경

용 전 이사장이 각각 정부, 민간을 대표하여 의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에 사무국

을 두고 있다. 격년으로 총회와 포럼이 열리며, 회원 간 네트워킹, 아시아 정책포

럼, 사회적 경제 경험 공유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

다.

□ 행사명: Academy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novative Ecosystems for SSE Public Policies A contribution to the future of work

□ 모집인원: 총 00명

1) 현장지원 서포터즈 총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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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SEF 기자단 총 0명

․ 영어구사 능력 필수, 인터뷰 유경험자․영상편집 가능자 우대

․ 팀으로 지원할 경우(인터뷰 담당, 촬영 담당) 기자단 모집 예상인원이 초과되어도 선발

․ 연사 인터뷰와 ILO아카데미 행사 기록에 초점

□ 모집대상: 대학교(원) 재학생․휴학생․기졸업자,

기자단은 인터뷰 유경험자․영상편집 가능자 우대

영어구사 필수, 사전교육 참석 가능한 자, 3일 이상 참여 가능한 자

□ 근무기간: 2017년 6월 25일(일) ~ 2017년 7월 1일(토)

□ 근무지: 서울시청 다목적홀, 서울대학교 아시아정책연구소

※ 배정된 업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오전 8시 ~ 오후8시 (무급, 식사제공)

※ 배정된 업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ILO 서포터즈 & 기자단 신청서

※ 기자단 팀 접수의 경우 대표 1명이 신청

□ 모집기간: 2017년 5월 29일(월)~2017년 6월 15일(목) 18:00까지

2017년 6월 16일(금) 최종 발표 (개별연락)

□ 지원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jhk0427@gsef-net.org) 통해 제출

※ “ILO서포터즈지원_이름(예:홍길동)”으로 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참가신청서에 활동 가능 날짜와 시간, 선호하는 포지션 순서, 외국어 구사능력 작성

□ 사전교육

1) 날짜: 2017년 6월 19일(월) 14:00~16:00

2) 장소: 서울시 사회적혁신센터 참여동 다목적홀

mailto:jhk0427@gsef-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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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내용

시간 내용

14:00~14:20(20분) 자기소개 및 얼굴 익히기

14:30~15:20(50분) 사회적경제, ILO아카데미에 대하여

15:30~16:00(30분)
서포터즈 팀: 행사 일정 전반 안내

기자단 팀: 기자단 아이디어 회의

□ 서포터즈 & 기자단 혜택: GSEF와 ILO의 활동증명서 발급

□ 문의처: GSEF사무국 전화 070-4693-3534, Email jhk0427@gsef-net.org

mailto:jhk0427@gsef-ne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