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부산 대학생 다문화자녀 문화멘토링

 다문화자녀 동생(멘티)들과 함께 부산의 전통문화, 역사, 공연·전시, 관광명소,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체험활동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대학생(멘토)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 거주 또는 부산소재 대학교 대학(원)생(1999년 7월 1일이전 출생자, 휴학생 포함)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총 100명 (한국인 대학생 50, 외국인 유학생 50) 

※  모집인원 추후 조정 가능

 선발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통과자)

 ※  멘토선정 시 성별, 출신국가 등 멘티와의 매칭적합성 

우선 고려

 ※  면접일자 :  2018년 5월 24일(목) ~ 25일(금) 

중 1일 예정, 별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년 6월 8일(금)이내,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888-1519), 

이메일(csh8489@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① 멘토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② 재학(휴학)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  소정양식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신청기한  2018년 4월 30일까지

 제 출 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051-888-1531, 가족복지팀)

동생 멘티(다문화자녀 초등4~6학년, 중학생 총 100명)들은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주소지 구(군),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 참가비 무료

부산시 제4기

다꿈지기 모집
문화체험 봉사로 다(多)문화자녀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 멘토

신청안내

 활동기간  2018년 7월 21일 ~ 8월 18일 (여름방학기간)

 활동주기   주 1회 (매주 토요일, 총 5회 참여) 

1회차(7월 21일), 2회차(7월 28일), 

3회차(8월 4일), 4회차(8월 11일), 5회차(8월 18일)

 활동분야   부산 전통문화, 역사, 공연·전시, 대학탐방 등  

부산시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및 인성지도

 활동방법   팀별활동(4인 1팀), 1일(1회) 최소 3시간 이상  

※  1팀당 4명

  ☜ 다문화자녀 2명, 한국 대학생·외국인 유학생 2명

 활동보상   멘토활동비 지급, 우수멘토 시장표창, 봉사실적인정

활동분야 활동내용(예시)

 전통문화
•  부산 전통문화 체험 

예시) 도자기체험, 다도·한복체험 등

 역사 • 부산의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문화재 관람

 공연·전시 • 연극, 영화, 음악, 미술, 공연 관람

 부산관광 • 부산 주요 관광명소 탐방

 대학탐방 • 대학생 멘토의 대학 중 1개소 이상 탐방

공통수행 분야

(필수 2가지)

(1) 부산시티투어버스 또는 만디버스 관광 1회

(2) 영화의 전당 : 영화 또는 연극 관람 1회

활동안내



Busan University Students’ Mentoring for Multicultural Children
2018 Busan University Students’ cultural mentoring program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University Student Mentors Nurture Dreams 
for multicultural children via cultural volunteer activities

Dream Mentor : Multiculture + Dream + Friend

Busan Metropolitan City

4th Dream Mentor
We are looking to recruit volunteer university students (mentors) who will participate in various cultural 

activities – learning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y, watching performances·exhibitions, and visiting tourism spots 

and universities with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 are waiting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Eligibility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s who reside in Busan or who are students of 
universities in Busan (born before the 1st of JUL 1999, including students on a leave of 
absence)

Number of recruits Total of 100 University Students (Korean 50, Foreign 50) * flexible

Evaluation Documentation review & simple interview

Submission Visit, Post, FAX(888-1519), e-mail(csh8489@korea.kr)     

Required Documents  ① Mentor Application & Self-introduction essay ② Certificate of Enrollment (Absence) 
③ Copy of an official ID card

Application Period Until 30th. Apr. 2018

Submit to  Women and Family Affairs Office (051-888-1531, Family Welfare Team ) of Busan 
Metropolitan City / 1001, Jungang-daero, Yeonje-gu, Busan 47545, Republic of Korea

Application

Period 21. JUL. 2018 ~ 18. AUG. (Summer vacation)

Frequency  Once a week (Every Saturday, total 5 times) 
* First (JUL 21), 2nd (JUL 28), 3rd (AUG 4), 4th (AUG 11), 5th (AUG 18)

Activity  Various cultural activities; learning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y, watching 
performances·exhibitions, visiting universities

Activity group  Team (1 Team = 4 people), Daily (1 time) minimum 3 hours  
* 1 Team (4 people) ⇠ 2 Multicultural Children, 2 Korean·Foreign students

Award Activity cost (Confirm volunteer hours (over 15 hours), Best Mentor Award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