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의 활동비*지급과 수료증을 발급하며, 서포터스 활동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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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 1인당 총 30만원(월 10만원×3개월)

식품안전나라를 알릴 응원단(서포터스)를 찾습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 콘텐츠 제작·교육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모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식품안전정보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제작․홍보할
‘제9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를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모집

** 상장․상금: 대상(식약처장상, 30만원), 우수상(정보원장상, 15만원)

ㅇ 서포터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누리
소통망*(S NS )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포터스 모집 소문내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해서 선물도 증정합니다.
- 참고로, 그간에 활동한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의 우수 콘텐츠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 알림‧교육 >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
** 식품안전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톡 채널

합니다.
ㅇ 이번 9기 서포터스는 식품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교육과 누리소통망
(SNS) 홍보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5개팀(4인 1팀)을 모집하며,

식품영양학과‧교육학과 등의 전공자나 교육‧봉사 등 유사 활동 경험자를

□ 식약처는 제9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가 제작한 식품안전정보
콘텐츠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대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는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보를
홍보했었으나, 이번에는 어린이 식품안전정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작‧홍보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제9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 모집 공고 안내 화면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ㅇ (활동 내용) 서류심사 후 최종 선발된 서포터스는 7월부터 9월까지

① 어린이 식품안전정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지정된 지역아동
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② 참가자의 누리소통망
에
(S NS )

식품안전정보 콘텐츠를 게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합니다.
ㅇ (활동 혜택)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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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9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스 모집 공고 안내 화면

붙임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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