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하는 사람들’에서
STAFF를 모집합니다!
‘2015 새터하는 사람들’ 을 소개합니다!
‘새터하는 사람들’은
행하는 단체입니다.

2015 사회대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

‘새터하는 사람들’은

33대 사회대 학생회 산하의 특별기구인 ‘2015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의 한 단위로 꾸려지며 이번 새맞이 기간 동안 새터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여러
분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터는 새내기들을 맞이하고 축하하기 위한 축제이면서, 동시에 새내기를 맞이하는 정든내기들
그리고 모든 사회대학우들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갓 대학에 들어오는 새내기의 풋풋함과
패기가 새터라는 축제의 한 축을 이룬다면 다른 한 편에는 정든내기의 경험과 새내기에 대한 배
려와 사랑, 무엇보다도 귀여운 코스튬 안에 숨겨진 저희

‘새터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땀과 열정

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새터하는 사람들’에는

과거 다양한 새맞이 사업의 경험을 축적한 최고의 실무진들이 함

께 참여합니다. 실력 있고 매력이 넘치는

‘새터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맞이 기획단의 다른 구성

원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언컨대, 올 겨울 절대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 자부심을 한
보따리씩 얻은 채로 다가오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 활동

‘새터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는 STAFF는 사회대 학생사회의 2015년 새맞이 기조를 만드는 과

정에서부터 그 기조를 바탕으로 한 새터의 각종 사업들을 구상하고 기획,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2015년 1월 초부터 새터(2월 12~14일)를 전후한 시기
까지입니다. 이 5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스펙터
클하고 감동적인 새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밀도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새터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분과로 나누어 선발하고 각각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지만, 이번 2015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들’을

‘새터하는 사람

만들고 업무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집과정에서부터 두 분과를 통합하고,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새터하는 사람들’
는 사람들’

모집이 완료되면 STAFF들은 1월 첫 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예정된

전체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새터하는 사람들’

‘새터하

전체 회의에서는 새

터 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우선 1월 초·중순에 있을 두세 차례의 회의는 새맞이 기조를 함께 정하기 위한 세미나와 논의
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새터의 가장 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 5종 경기’와 ‘왼손잡이 페스티벌’을 비롯해 각종 세부 프로그램의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맞이 기조에 따라 팀을 나누고 각 기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새내기들에게 준비한 기조와 새터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하여 새맞
이 기획단 자료집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7주에 걸친 열띤 준비가 완료되면,

‘새터하는 사람들’은

새터 전날 사전출발과 함께 새

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새터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박 3일 동안에는

사람들’의

‘새터하는

상징인 귀엽고 깜찍한 코스튬(!)을 입고 돌아다니며 각 프로그램의 진행 및 관리에 참

여하게 됩니다. (물론 과/반밤 등 새내기들과 함께 해야 할 늦은 시간에는 업무가 없으니 걱정
하지 말아주세요!)
이 기간동안

‘새터하는 사람들’의

모든 팀원들은 무전기를 착용하게 되고(!) ①새터 장소 꾸미

기 ②식사 및 이동시 질서 정리 ③동아리 공연 및 반별 응원 MC진행 ④새터 이벤트 기획 및
진행 ⑤새터 영상 준비 및 제작 등의 세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며, 이밖에도 여러 참신하고 재
밌는 세부 활동을 여러분 손으로 기획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2015 새터하는 사람들’STAFF 특전

새터의 모든 과정에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2박

특전 하나!

3일

새터

한 코스튬을

기간

동안

‘새터하는 사람들’만을

‘새터하는 사람들’의

위한 특전입니다.
상징,

귀엽고 아기자기

받아서 입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작년의 부엉이에 이은 올해

의 코스튬은 과연 무엇으로 선정될까요?
2015 사회대 새맞이의 기조를 정하는 과정, 기조에 따라 새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실

특전 둘!

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추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나
가는

새맞이의 진면목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전 셋! 매력이 넘치는

‘새터하는 사람들’의

적인 정든내기 팀원들과 함께

팀장들, 사회대 11개 각 과/반에서 모인 열정

올 겨울 최고의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 및 지원 방법
‘새터하는 사람들’은

매해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 2015년

‘새터하는 사람들’

모집 계획 인원은

총 33명 정도로, 각 과/반별로 3명의 인원을 지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모집할 계획입니다. 올
해에도 열정적인 정든내기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지원서를 내려 받고 작성하신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터하는 사람들’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so.jinbo.net)의

게시판-‘새터하는

사람들’

‘새

‘공고’

모집 및 지원방법 안내’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33대 사회대 학생회 공식 e-mail 계정(snu33css@gmail.com)을 통하여 12월 25일 목요일 자정
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해의

‘새터하는 사람들’STAFF

모집 결과는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자정께나 29일 아침까지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 및 Facebook 페이지, 반별 새준위 공지사항 등의 채널들을 통해 발표
될 예정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봐주세요오.
잊지 못할 겨울방학을 위한 최고의 기회! 여러분을 곧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2015 사회대 새맞이 기획단
‘새터하는 사람들’ 준비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