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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생 비대면 캠프 개최 !
- 비대면으로 만나는 진로·역사·온라인 해외 탐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사회적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생에게 다양한 온라인 해외 탐방과 함께 비대면 특강을 통한
미래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온택트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캠프 참가자는 산재 사망노동자 및 중증 장해가 남은 산재 노동자
자녀 중 고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 순위에 따라 150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캠프는 8.7.~8.8.에 걸쳐 1박 2일 동안 장학생 가정에서 비대면
으로 ‘줌(zoom)’을 활용하여 역사/자기계발/진로특강 등의 구성으로
진행된다.
❍ 캠프 1일 차에는 최태성 강사의 한국사에 대한 이해 과정을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파리, 비엔나 등의 현지에 있는 안내원이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해외 탐방이 진행된다.
❍ 2일 차에는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의 자기계발/동기부여 특강, 장학생들의
미래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진로 특강 및 향수 만들기,
MBTI 검사, 비전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의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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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속에서 더욱 안전한 진행을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되며, 선정된 장학생 150명 전원에게 태블릿 컴퓨터를 제공한다.
❍ 캠프 종료 후에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미참여 학생을 위한 콘텐츠
(비대면 캠프 자료, 4차 산업혁명, 자기계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캠프에 참여한 장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한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장학생 비대면 캠프를 통해 참여 장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자기 주도적으로 열어가는 도전적이며, 창조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 또한 ‘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한 진로 특강, 자기 계발 특강,
온라인 해외 탐방 등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끝으로 강순희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상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
생에게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
다고 약속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부 배필호 팀장(☎052-704-7588)에게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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