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467호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안전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어린이 안전어벤져스’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모집내용

  가. 모집대상 : 울산광역시 거주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나. 모집인원 : 100명 내외

  다. 모집기간 : 2023. 3. 13 ~ 3. 31.

  라. 활동기간 : 위촉일 ~ 2년간(임기연장 가능)

  마. 지원자격

  

·울산광역시 거주(공고일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많고, 시 주관 행사·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어린이(안전신문고 앱 사용 가능자)

  바. 지원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등 이메일 접수

    1) 이 메 일 : catty87@korea.kr (제출파일명 : 어린이안전어벤져스 지원서-성명)

    2) 제출서류 :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사진*

      * 사진 파일은 1메가 이상의 고해상도 사진으로, 첨부 시 파일명은 이름(생년월일)

      * 안전보안관증 제작에 사용하므로 모자를 쓰지 않고, 상반신(얼굴)이 잘 나온 사진 송부

  사. 선정 및 결과통보

    1) 인원 초과시, 지역여건, 지원서 작성 충실도 등 종합 고려하여 선발



    2) 선발자 통보 : 2023. 4. 14. (문자, 시 홈페이지 게시)

  아. 모집일정

 

회원모집
(~3. 31.)

모집결과 발표
(~4.14.)

사전교육
(4.29.)

발대식
(~5월중, 별도통보)

‣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접수

‣ 어린이 100명 선발

‣ 시 홈페이지 게시

‣ 활동물품 교부

‣ 활동계획 안내 등

‣ 위촉장 수여

‣ 안전관련 교육

2. 주요 활동사항 및 혜택

  가. 주요역할 및 임무

  

·안전신문고 신고 활동으로 자신과 친구, 가족들 보호해 주기

·안전분야의 행사·축제·교육 등에 참여하여 마음껏 즐기기

·체험활동하며 느낀점 등을 어린이 안전수기쓰기로 표현하기

·또래친구들과 안전문화 공유하며 소통하기

  나. 활동혜택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위촉장(시장), 안전보안관증(행안부장관) 수여

·활동물품 배부(조끼, 모자, 가방, 수첩 등)

·봉사활동 시간 부여

·안전분야 교육, 체험 등 주요행사 참여

3. 유의사항

  가. 선발 후, 사전교육(4.29.) 미수료시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선발에서 제외 

되므로, 반드시 사전교육 수료 가능자 지원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주요역할 및 활동혜택 등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안전총괄과(☎052-229-4125)



첨부 1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지원서

※ 자필서명 후, 원본을 스캔하여 JPG, PDF 파일로 제출 가능

   (스캔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사진도 제출 가능)

어린이 안전어벤져스로 활동하고자 지원합니다.

2023.    .   

지원자                 (서명)

이  름 (남, 여) 생년월일

학  교 이메일

주  소

조끼

사이즈

(오른쪽 표 

참조 사이즈 

기재)

- 사이즈 : 

사이즈
가슴
단면
(cm)

신장
(cm)

몸무게
(kg)

3S(75) 46 123~133 26~33

XS(80) 48 134~144 34~41

S(85) 50 145~155 42~50

M(90) 52 156~162 51~58

L(95) 54 162~168 58~

연

락

처

어린이 

휴대전화

보호자 

휴대전화

자기소개

(200자 이내)

지원동기

(200자 이내)

1365 자원봉사
아이디

(선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안전신문고
아이디

(선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안전총괄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1)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학교, 이메일, 사진, 피복사이즈 등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선발 및 현황 관리 등

 

    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 미선발자의 경우 합격 발표 후 즉시 파기

    다.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선발에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원자(본인) : __________________(서명)

(법정대리인 동의)   

지원자와의 관계 : ____________________,    성명 : _________________(서명)  

울 산 광 역 시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