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계정보서비스 모니터단ㆍ서포터즈 모집 안내문
“이렇게 바꾸면 훨씬 편할 텐데…”
“이렇게 좋은 정보도 있었네!”
통계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이용자 대표로 목소리도 내고, 목소리 높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통계청은 이용자 중심의 통계정보서비스를 위하여,
다음의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단 및 서포터즈를 통합 모집합니다.
KOSIS(국가통계포털), 통계청 홈페이지, 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제1기 코쓰올, 코쓰알이 되어 주세요.
자세한 모집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모집일정
○ 모집기간 : 2020년 2월 6일 ~ 2월 25일(20일간)
○ 결과발표 : 2020년 3월 6일(금)
- 대상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통계정보서비스 모니터단 [코쓰올] 모집안내
* [코쓰올]은 Korean Statistical Service 품질 올리미의 줄임말입니다.

○ 지원자격 :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 모집인원 : 90명 이내
대상 서비스

모니터단 모집인원

통합 모니터단

KOSIS(국가통계포털)

20명

4명

국가지표(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

20명

4명

통계청 홈페이지

20명

4명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30명

6명

※ 통합 모니터단은 각 서비스별 모니터단원 중 일부를 선정

○ 활동계획
- 활동기간 : 2020년 4월 ~ 11월(8개월)
- 활동내용 : 서비스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출(반기별 2회 또는 매월)
※ 통합 모니터단 활동
: 자신이 속한 서비스와 다른 통계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겸하여
활동하도록 함(매월)

○ 활동혜택 : 우수 모니터단원에 모바일 상품권 지급(총 2회, 8월, 12월)
- 최우수 5명(10만원), 우수 43명(5만원), 장려 60명(3만원)
※ 통합 모니터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우수 단원 선정
※ 모니터링 활동횟수 및 결과물에 따라 우수단원 선정 내역은 변동 가능

■ 통계정보서비스 서포터즈 [코쓰알] 모집안내
* [코쓰알]은 Korean Statistical Service 알리미의 줄임말입니다.

○ 지원자격 : 블로그 및 SNS 계정 보유자로서 통계에 관심 있고, 블로그
기사 작성이 가능한 자
○ 모집인원 : 10명 내외
○ 활동계획
- 활동기간 : 2020년 4월 ~ 11월(8개월)
- 활동내용 : 월 2회 미션기사 및 자율기사를 본인의 블로그 및 SNS에
작성 후 URL 제출, 기타 통계정보서비스 홍보를 위한 활동
○ 활동혜택
- 매월 우수기사 선정, 소정의 원고료 지급(건당 5만원)
- 우수 단원에 대한 반기별 인센티브 지급
: 최우수 1명(20만원), 우수 2명(10만원), 장려 7명(5만원)
※ 제출된 기사 횟수 및 품질에 따라 우수기사 및 우수단원 선정 내역은 변동 가능

■ 지원방법
○ 대상 서비스 홈페이지 팝업존 또는 공지사항에서
[2020 통계정보서비스 모니터단‧서포터즈 지원하기] 클릭!
※ 문의처 :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 042-481-2322, index@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