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SSING
INTERNS

- 집 나간 피난처 인턴 4명을 찾습니다 -
모집분야

난민숙소팀 1명

난민연구&홍보팀 1명

Intake and Development 팀 2명

지원자격
기독교 가치관에 거부감이 없는 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른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

우대조건: 영어회화 및 작문, 불어와 아랍어 등 제 2외국어 가능자

근무조건
주 4일 근무 (08:30 - 17:30) , 활동비 월 25만원 지급

* 인턴 근무는 무급의 자원활동이며, 매 월 2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난민 숙소팀의 경우 근무시간이 오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00 – 21:00)

모집일정
서류 접수 2017.08.17 – 2017.09.03 

인터뷰 & 번역 테스트 2017.09.05 – 2017.09.07 

합격자 발표 2017.09.08

근무 시작일자 2017.09.11 

오리엔테이션 일정 2017.09.11 – 2017.09.12 (2일간) * 필참

인턴 활동기간 2017.09.11 – 2017.12.31 

* 인턴활동 수료증은 인턴십 계약기간을 마친 경우에만 발급되며 활동을 우수하게 마친 경우 추천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첨부된 피난처 인턴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suhyeon@pnan.org 로 송부

집 나간 인턴을 찾으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
인사담당 & 난민연구 및 홍보팀 간사 변수현 (Human resources & asylum case research and advertisement: Suhyeon Byeon)

E: suhyeon@pnan.org T:02-871-5382   H:www.pnan.org F:https://www.facebook.com/pnan.org

누구도인생에서 난민이 될것이라 생각한사람은없습니다. 
하지만전쟁이나 박해의위험때문에 집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사람들이있습니다. 

가치와 신념으로 새로운삶을 개척하려하는 난민들에게, 
따뜻한피난처가되어 주실 분을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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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간 피난처 인턴 4명을 찾습니다 -
난민숙소팀_Shelter Management
난민 숙소팀은 머물 곳이 필요한 난민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난민이 숙소에 머무는 동안 이후의 거처 등에 관해 난민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가는 것을 돕습니다. 

난민연구&홍보팀_Asylum case Research & Advertisement
난민연구&홍보팀은 시민들에게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합니다.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여정,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을 듣고, 그들과 함께 고민을 나눕니다. 

Intake and Development 
가이드라인 및 웹 기획과 디자인,  난민의 인정절차 과정 관련 법률에 관심이 있으신 분

1) 숙소난민과의 소통 및 협력

규정에 따른 입주, 생활, 퇴거 관련

한국어수업, 퇴거 후 계획 구상 및 진행 관련 등

2) 숙소 관리

침구류 정리 및 준비 / - 식재료 구입 및 관리

(편의)시설 관리: 예) 세탁기, 도시가스, 건물 관련 전반 사항 등

3) 행정 업무

숙소 전체 및 개별 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숙소 관리 등 관련 영수증 내역 정리 등

Empathy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공감 능력이 있는 분

Enforcement

규정 집행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분

Logical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 리서치 및 요약을 잘 할 수 있는 분

Environmental improvement

환경미화 및 개선, 물품정리를 좋아하는 분

1) Intake 

피난처 방문 난민 환대

기초자료 수집과 정보안내 및 필요연계 (영어 및 외국어)

2) Information 

난민정보의 취합 관리

정보안내와 조력(법률정보 및 난민인정관련 절차 안내 포함)

3) Guidelines/ Web

정보 가이드라인 제작 및 웹사이트 개발

4) Development Projects 

난민 스토리 및 커뮤니티 형성

국내 및 해외사업 개발협력 기획 진행

Welcome! ☺

피난처에 방문자(난민)들을 향한 환대와 경청의 자세 (환대 통찰 마중물)

Creative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조화되는 즐거움

Communication & Cooperation 

함께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력

Environment & Design

유쾌하고 쾌적한 환경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 (환대와 소통의 과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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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페이지& 페이스북 포스팅

카드뉴스 제작 및 피난처 일상과 난민이야기 포스팅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난민에 대한 이슈 홍보

2) 본국정황리서치(COI) 및 난민이슈 연구

리서치를 통한 난민 연구 및 칼럼 작성

국제분쟁지역 탐구 및 최근 동향 분석

3) Mobile Consultation

난민 포럼 및 피난처 이벤트 참석

외부 강의와 워크샵 진행

Listen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

Insight & Recognizing the Needs 

이야기 속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고 표현하실 수 있는 분

Wide View

몸은 한국에 있어도 세계동향에 눈을 돌리고 계신 분

Funny!

분석한 자료들을 재미있게 표현해주실 수 있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