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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제4회 외투나눔 대축제> 기관 외투 기부
협조 요청의 건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내일신문>은 글로벌 시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남아시아 등 겨울이 없는 국가 출신 노동자들과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외투나눔 대축제를 기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에 소속 임직원이 외투 기부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명 :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제4회 외투나눔 대축제>
□ 주

최 : 내일신문 / 신한금융그룹

□ 주

관 : (사)밥일꿈 / 노사발전재단

□ 요청 사항
- 학교별 외투 기부 참여, 홍보 및 신청 안내
# 문의 : 외투나눔 운영사무국 02-468-1178
# 붙임 : 기관 외투 기부 안내문 1부.
참가신청서 양식 1부.

문서

M6-20210810-01 (2021. 08. 10)

담당

공공사업팀 신다흰 대리

주소

(0317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신문로 1가, 내일신문)

전화

(02)2287-2174 / naeil@naeil.com

/ www.naeil.com

붙임 1 사업 설명서
사업 및 제안 취지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이웃의 따뜻한 겨울 만들기를 위해 옷장 속에 잠자는 외투를
기부하고 외국인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전국의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합니다.
 기부한 외투는 잘 세탁하고 포장하여 외국인 이웃에게 잘 전달될 예정입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제4회 외투나눔 대축제
2) 일 정 : 2021년 8월 ~ 11월
3) 주 최 : 내일신문 / 신한금융그룹
5) 주 관 : (사)밥일꿈
6) 주요 내용

• 외투 기부 및 수거 (1차: 8월 23일~9월 30일, 2차: 10월1일~10월 19일)
• 외투 세탁(9월 1일~10월 15일)
• 외투나눔 온라인 홈페이지 등록(10월)
• 외투나눔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11월 1일~11월 30일)
※ 외국인 이웃 1인당 2벌 선택

• 외국인 이웃에게 택배로 외투 발송(순차 발송)
[외투나눔 온라인 홈페이지]

2. 학교별 외투기부 안내
□ 학교 참여 프로세스

①학교별 참가신청

~10.15(금)

②교내 외투 기부 홍보
및 교내 수거

④택배 발송/방문수거

~10.19(화)

~10.20(수)

*학교별 상이

*학교별 상이

⑤온라인
외투나눔 대축제

11.1(화)~11.30(월)

① 학교별 참가 신청
- 10월 15일(금)까지 담당교사가 신청 서류 제출

※[붙임2]참가신청서 이메일(bestlee1201@wizl.co.kr) 제출

② 교내 외투 기부 홍보 및 수거
- 신청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 외투 기부 홍보
- 보내드린 수거용 봉투에 학생 및 임직원 기부 외투 취합

※홍보용 포스터 및 온라인 안내장, 수거용 봉투를 학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③ 기부 외투 택배 발송 / 운영국 학교 방문수거
- 학교별로 수거된 외투를 박스에 넣어 10월 20일까지 아래 주소로 택배 발송
- 송장 '보내는 사람'란 또는 택배 박스에 학교명 필히 기재
- 외투 50벌 이상이거나, 택배 발송이 어려울 경우 운영사무국에서 방문 수거

※택배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2가길 15-5(공릉동 386-9)
크린토피아노원지사
※운영국 수거 기간은 학교별로 협의하여 확정
※문의 : 외투나눔 운영사무국 / 02-468-1178 (평일 10:00~18:00)

④ 온라인 외투나눔 대축제
- 기부 받은 외투를 깨끗이 세탁 및 촬영하여 외투나눔 홈페이지에 업로드
-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외투를 외국인 1인당 2벌 선택, 택배 배송
- 외국인 대상 노동, 법률, 통신 등 온라인 상담 진행

3. 학교내 홍보용 웹포스터

붙임 2 학교별 참가신청서

□ 신청서 제출 안내
○ 이메일 접수 : bestlee1201@wizl.co.kr / 참가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5일(금)까지
※ 문의 : 02-468-1178 (외투나눔 운영사무국)
□ 신청학교정보
학교명
학교
담당교사
전 화

핸드폰

팩 스

이메일

연락처

참가신청서 관련 개인정보 처리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내일신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ᆞ이용후
파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서명)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외국인 근로자 외투나눔 캠페인 참가 접수
나.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1) 보유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외투나눔 캠페인 완료 시점까지
2) 이용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외투나눔 캠페인 완료 시점까지

□ 운영사무국 방문 수거일 신청
구분

수거일

수거시간

수거장소

참고

10월 1일 ~ 8일 중

1) 9:00~17:00 사이 2시간 이내

차량 진입이 용이한
교내 공간

신청
※수거된 외투 50벌 이하 시 택배 발송(운영 사무국에 별도 연락 요망)
※수거일은 여러 학교가 같은 날 겹칠 경우 협의 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