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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에드먼턴 헤리티지 페스티발 -한국관 봉사자 모집

 기간, 장소: 2022. 7월30일(토)~ 8월1일(월), William Hawrelak Park 한국관

   에드먼턴 최고의 다문화 축제, 에드먼턴 헤리티지 페스티발에 올해도 에드먼턴한인회는 한국관, Korea Pavilion으로 참가하며 

   성공적 인 운영을 위해 행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국관 운영에 봉사를 원하시는 분이나 단체는 에드먼턴한인회 Email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날짜별 봉사 시간 안내

   - 7월 30일 토, 오전10:30~ 오후 3:30 , 오후 3:00~9:00 

   - 7월 31일 일, 오전 9:30~ 오후 3:30 , 오후 3:00~9:00 

   - 8월   1일 월, 오전 9:30~ 오후 3:30,  오후 3:00~8:00                                                                                     

2021년도 에드먼턴 한인 주소록 제작을 위한 인명록 업데이트 및 광고주 모집 안내

한인 주소 인명록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재를 원하시거나 기존의 정보를 보완 또는 삭제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인회 이메일로 4월말까지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광고 참여를 원하시는 광고주께서는 한인회 이메일로 연락주시

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타입 

   전면광고 : $800 (가로 18cm 세로 25cm)   반면광고 : $500    명함크기 광고 : $100

 신청 및 문의 :에드먼턴한인회 edmontonkorean@hotmail.com                                                                                               

2022 5월 20일, 주밴쿠버총영사관 순회영사업무 안내

이번 순회영사업무 예약은,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에드먼튼 순회영사 예약 웹사이트에서 필요하신 업무와 필수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https://ko.minwonreservation.com/edmonton

여권업무는 130명, 공증 및 기타 업무는 4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밴쿠버총영사관의 사정으로 인해 제한된 인원과 예약하신 분 이외에 워크인으로는 업무를 보실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약: 5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 ~ 선착순 정원 완료될 때까지  

 영사업무 당일 날짜, 시간, 장소: 5월 20일 금요일, 아침 9시~12시, 오후 1시~5시, 에드먼턴한인회관

   자세한 사항은 에드먼턴한인회 웹사이트 edmontonkorean.org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드먼턴한인회 어린이 한국문화캠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와 교사” 채용 안내

2022년도 어린이 한국문화캠프 프로그램을 계획, 진행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한 분과 교사 두 분을 채용합니다. 캠프 봉사자분들도 모

집하니 한국문화와 어린이 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드먼턴한인회 이메일로 edmontonkorean@hotmail.com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JOB DESCRIPTION – 1 Program Coordinator and 2 Teachers]
 Position: Camp Coordinator for “Yes, Korean! 2022 Children’s Summer Day Camps”
 Location: Edmonton Korean Community Centre, 9636 105A Ave. Edmonton AB T5H 0M4
 Camp dates: Aug. 8~12, 2022 (5 days)   
 Responsibilities;
   - Developing, Planning, Scheduling and Implementing camp programs
   - Work closely with EKCA office and staffs, instructors to deliver the camps in a safe, structure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and 
      fun manner
   - Manage camp staffs and volunteers shift schedule
   - Manage daily camp programs including preparing educational supply, open and closing camps
   - Supervise and oversee day to day camp activities
   - Communicate in a professional manner with all staff, children and parents.
 Qualifications;
   - Post-secondary education in a related field (Child Development, Education, etc.)
   - Passionate for working with children and teaching Korean culture
   - Strong knowledge in program development and delivery of children’s summer day camps
   - Strong interpersonal and time-management skills
   - Speaks Korean and English fluently

   - Prior experience in teaching children at school, daycare, Sunday school, summer day camps is as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