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인권지킴이 양성 및 활동 프로그램 안내문
충남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친화적인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아래와 같은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학부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프로그램 안내
가. 명

칭: 2021년도 인권지킴이 양성 및 활동 프로그램

나. 활동일정: 2021.03.22.(월) ~ 2021.06.22.(화) / 약 3개월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활동대상: 학부 재학생 30명 내외
라. 활동내용: 교내 구성원의 인권의식 함양·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인권활동 진행
구분

내용

비고

비대면 인권교육 이수
개인활동

교육 수료증·소감문 제출 포함

교내 실시간 인권침해 모니터링 및 인권센터 연계 활동
인권센터의 역할 및 기능 홍보
인권침해 예방 카드뉴스 기획·제작

조별활동
교내 불법카메라 점검활동 실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활용

인권센터 행사 보조 지원
기

타
인권센터 기타업무 보조 지원 등

※ 상기 활동내용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활동일정은 <붙임 2> 참조
마. 활동시간: 1인당 총 30시간
1) 수료기준: 프로그램 총 30시간 중 90%(27시간) 이상 이수 시 프로그램 수료 인정
2) 중도 휴학 시 프로그램 참여 자동탈락 → 활동보수 자체 지급 불가
바. 활동보수 (1인당 기준)
1) 인권지킴이 수료증 제공
2) 장학금 지급 150,000원 =｛(1개월×50,000원)×3개월｝

※ 프로그램 도중 활동 중단 시 수료증·장학금 전액 지급 불가

2. 프로그램 모집/선발
가. 모집일정: 2021.02.17.(수) ~ 2021.02.26.(금) 오후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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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대상: 학부 재학생
※ 프로그램 지원 자격
① 교내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지원 불가)
②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역량(성실성·협동심·이타심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교내 인권의식 함양에 관
심이 있는 학생

다. 지원방법/절차
1)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fovu.cnu.ac.kr/index.do) 접속
2) <진행프로그램>에서 「2021학년도 인권지킴이 양성 및 활동 프로그램」 신청
3) <붙임 3> 내려받기 후 양식에 맞춰 작성 / 출력 후 자필서명

※ 2021년도 인권지킴이 양성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서(서식 1), 자기소개서(서식 2), 개인정
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서식 3)
※ 파일명 작성방법: 이름_학번_서식명
예시: 홍길동_202112345_프로그램 지원서
홍길동_202112345_자기소개서
홍길동_202112345_개인정보 동의서

4) 파일 스캔하여 담당자 메일주소로 제출

※ 모든 지원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스캔
※ 담당자 메일주소: kang6156@cnu.ac.kr

라. 선발절차: 1차(서류전형)-2차(면접전형)에 걸쳐 총점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심사단계

심사일정

심사기준

합격자 발표일정

선발인원

45명 내외
(1.5배수)

1차

서류
심사

02.17.(수)~
02.26.(금)

⦁기본 인적사항
⦁지원동기
⦁관련 활동 경험
⦁향후 활동 계획

03.03.(수)
오후 17:00

2차

면접
심사

03.09.(화)~
03.11.(목)
이 중에
무선배정

⦁성실성·협동심·이타심 등
⦁인권의식 수준
⦁프로그램 이해도·관심도

03.15.(월)
오후 17:00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체적인 면접일정/방법은 추후 1차 합격자에 한해 공지 예정
3. 프로그램 문의: 인권센터 강남호(담당자) / 042-821-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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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내외

비고

면접은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