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이 주최하는 ‘에코 롱롱 Plus 캠프’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에코 롱롱’과 친환경 에너지 창작소 ‘에코 롱롱 큐브’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교
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에코 롱롱 Plus 캠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명 내외를 선발하여, 에코 롱롱의 인기 프로그램과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친환
경 에너지 캠프입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봉사에 임하고,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
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인원
- 10명 내외
｜활동 장소
- 코오롱인재개발센터(경기도 용인)
｜활동 일정
- 8.1(목) 사전 오리엔테이션 (필참)
- 8.6(화)~8.8(목) / 2박 3일 (숙식제공)
｜활동 분야
- 일반(조 담당 교사 및 프로그램 활동 보조)
- 영상(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 보건(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지원 자격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 (경험자 우대)
- 친환경 에너지 및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 (관련 전공자 우대)
- 구조 및 응급처치 자격 우대
-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캠프 일정 모두 참여 가능한 자
｜지원 마감
- 7.7(일)까지
｜지원 방법
- 지원서를 작성하여 e-mail(eco@kolon.com)로 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 7.11(수)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활동 특전
-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 소정의 교통비 지급
｜주최ㆍ주관
- ㈜코오롱, (재)꽃과어린왕자
｜문의
- 02)2199-1998~9
>> 에코 롱롱 홈페이지(www.ecolonglong.or.kr)의 알립니다 > ‘에코 롱롱 소식’ 참고

이란?
에코 롱롱은 에코(Eco 또는 Energy Coordinator)와 롱롱(Long Long)의 뜻을 담고 있으며,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에 대해 어린이들과 함께 생각하고 깨칠 수 있도록 돕는 친구입니다.

에코 롱롱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아이’를 목
표로 학교로 찾아가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 체험 교
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입니다.

운영 방법
특별 개조한 5톤 트럭이 찾아가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합니다.

운영기관
코오롱에서 설립한 (재)꽃과어린왕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 꿈과 희망
을 키워주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상 내용
환경부 우수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 3년 연속 수상(2013~2015),
교육부 교육기부대상 3년 연속 수상(2015~2017) 등

< 활동 진행 과정(90분) >

• 에너지의 원리

및 개념 소개
(10분)

도입

전개
• 차량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30분)

정리활동

• 주제별 특성을 살
린 활동(40분)
• 14개 프로그램 中
1개 선택

• 퀴즈 및 내용
정리(10분)

선택프로그램

< 에코 롱롱의 선택 프로그램 >
햇볕 요리사 / 햇빛 버스 만들기 /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만들기
수소 자동차 롱롱 / 바람에너지 에코 / 내 손안의 작은 발전기 / 바이오 디젤 만들기
워터 롱롱 마라톤 / 햇빛 줄다리기 / 미션! 해양에너지 찾기 /

新에너지

특공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