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 KHUddy 멤버 모집
▶ KHUddy는 어떤 단체인가요?
KHUddy는 2014년 1학기 국제학과 학생들에 의해 창설된 외국인 교류단체입니다. KHUddy는 교내
외국인 신·편입생, 교환학생과 한국인 재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들의 빠른 학교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2015년 1학기부터 국제교류처 산하로 편입되어 학교의 지원 아래 KHUddy 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동안 총 여섯 차례의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홍보하며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두터운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 KHUddy에서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나요?
KHUddy는 주요행사 3개와 학술행사 3개, 총 여섯 차례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행사에는 외국인 친
구들이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하는 웰커밍 파티, 친목을 다지기 위해 1박 2일간 교외로 떠나는 엠티, 추억
을 기리며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는 페어웰 파티가 있습니다. 학술행사의 경우 학기마다 새롭게 기획하여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2017-1학기에는 한국의 전통놀이와 문화를 체험하는 KHU-PLAYGROUND, 한국의
현대문화와 K-POP을 즐기는 PLAY TONIGHT, 야구 경기를 직관하는 ENJOY BASEBALL GAME 행
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KHUddy를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1) 사회봉사 신청 시 봉사시간 부여 / 버디활동과 별개로 봉사시간이 부여됩니다.
2) 수료기준 충족 시 국제교류처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제교류처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시, 수료증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HUddy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KHUddy 선발은 지원서를 통한 1차 합격 후, 인터뷰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따라서 지원서
작성 시 인터뷰 가능 시간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길 바라며, 공지된 일정 내 인터뷰가 불가능하신 경우
는 필히 별도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KHUddy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KHUddy의 모집분야는 크게 기획, 홍보, 컨텐츠로 나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모집 요강을 참
고해주세요.) 하지만 지원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KHUddy에게 필요한 인재상은 언어가 부족해도 손
짓 몸짓을 통해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친화력, 행사 및 회의 중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자신이 맡은 일은 어떻게라도 해내려고 하는 책임감, 같은 KHUddy 일원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자 하는 배려심을 갖춘 사람입니다.
* 또한 신학기 활동이 확정된 분들은 매주 1회 정기회의와 한 달에 1~2번의 KHUddy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 지원서 제출 시 파일명·메일제목은 ‘이름_전공_지원.docx’으로 작성하여 6월 21일(수) 23:59 까지
‘khuddy2014@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홍길동_한국어학과_컨텐츠.docx
※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10-2624-5408

- Facebook : http://www.facebook.com/khuddy

2017–2 KHUddy 모집요강
가. 모집 분야
1) 기획 (0명)
- 기획은 한 학기의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사를 고안해서 기획한다.
Ex) Welcoming Party, Enjoy baseball game, MT, Play Tonight, Farewell Party 등등 (2017-1 기준)
- 행사의 전반적인 동선, 인원, 물품, 음식, 장소 등에 대한 모든 것을 기획하며 전반적인 행사의 흐름을 총괄한다.
- 세부적으로 물품조사 및 구매, 업체 및 행사장소 조사 및 컨택, 행사 구성, 인원에 따른 예산조절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 기획안, 예산안, 회의록 등 문서 작성을 수행한다.
-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성, 업무 상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는 책임감, 행사 준비 및 진
행 중 모든 면을 생각할 수 있는 꼼꼼함이 요구된다.

2) 홍보 (0명)
- 각종 행사 및 KHUddy를 알리기 위한 기본적인 홍보 기획 및 실행, 부스 총괄,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한다.
- 학기 당 100명 가량의 외국인 교환학생뿐 아니라 이들과 매칭된 한국인 버디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팀원들과 그들의 매니저역할을 하게 된다.
- 티켓 판매와 행사 홍보를 위해 시행되는 홍보부스의 기획과 실행을 도맡아 전단지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 페이스북 페이지에 행사 소개와 홍보를 위해 업로드 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공지글을 작성한다.
- 홍보방식 고안, 물품조사 및 구매, 신청서 및 서약서 준비 등 홍보부스 업무를 총괄한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혹은 한국 친구들을 만날 때,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오픈마인드, 적극적
인 참여정신, 활달한 성격이 필요하다.

3) 컨텐츠 (0명)
- 포스터, 티켓, 전단지를 제작하는 디자인 담당과 사진,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기록담당으로 나뉜다.
-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획력, 글 작성 능력으로 KHUddy 관련 및 행사의 전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역할
- KHUddy의 전반적인 행사 홍보와 활동 내용에 대한 각종 컨텐츠를 제작한다.
Ex) KHUddy 월간지, SNS포스팅 (패러디, 꿀팁, 기획과정, 행사후기), 웹툰, 기념앨범 등
- KHUddy의 다양한 행사를 발로 뛰며 기획부터 실행까지 참여 및 취재
- KHUddy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컨텐츠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
- KHUddy의 일원으로서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 컨텐츠 지원자는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 영상툴로 작업했던 작품을 하나 이상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우대사항
1) [컨텐츠] 각종 영상·사진 편집 프로그램(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베가스 등)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지원자.
2) 기존 KHUddy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지원자.
3)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자.

나. 모집 일정
- 지원서 접수: 2017. 06. 05(월) ~ 2016. 06. 21(수) 자정까지
- 인터뷰 대상자 발표: 2017. 06. 23(금) 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인터뷰 일자: 2017. 06. 26(월) ~ 2017. 06. 28(수) 중 가능 시간 및 날짜 택일
(부득이하게 인터뷰 일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필히 사전 연락 요망)
- 합격자 발표: 2017.06.29 (목) 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다. 지원서 접수
- 지원서 작성 후 khuddy2014@gmail.com로 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지원서 접수 시 지원서 파일 이름, 메일 제목은 ‘이름_전공_지원.확장자명’으로 필히 통일할 것
예) 홍길동_한국어학과_컨텐츠.docx / 홍길동_한국어학과_컨텐츠.hwp

라. 인터뷰 및 합격자 발표
- 지원서에서는 KHUddy 활동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인터뷰 일시는 각 지원자가 지원서에 명시한 가능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 인터뷰 시, KHUddy 정기회의 참여 혹은 활동에 지장이 있는 분은 아닌지, 그리고 활동에 대한 열정과 KHUddy를
즐기실 수 있는 분인지 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 연락처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010-2624-5408
- E-mail : khuddy2014@gmail.com
- Facebook : http://www.facebook.com/khuddy

바. 쿠디 지원 혜택
- 사회봉사 신청 시 봉사시간 부여 / 버디활동과 별개로 봉사시간이 부여됩니다.
- 수료기준 충족 시 국제교류처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 국제교류처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시, 수료증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