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청춘의 특별한 재능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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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Play 란?

지난 5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실행되었던 대학생 봉사단의 뒤를 이어 우리 지역사회에 

더욱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자 새롭게 기획된 ‘청춘의 특별한 재능 나눔’ 프로젝트 입니다. 

역사, 사회공헌, 영상&미디어 각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많은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Let’ Play만의 색깔로 지역사회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Hisplay
지역사회의 잊혀진 역사를 알리는

Be-play
공감, 곧 공헌이 되다!

View&Play
즐거움과 따뜻함을 영상으로



3

2019.7.26(금) ~ 9.16(월)

2019.9.28(토) ~ 12.28(토)

●  월 1~2회 온/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

●  책임감이 높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많은 대학생

●  역사, 사회공헌, 영상&미디어 분야에 재능과 관심이 많은 대학생

※ 2년제, 특수대 등 모든 대학교의 대학생 및 휴학생 지원 가능

모집일정

활동기간

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전체
활동일정

Let’s Play 홈페이지(www.letsplay.kr) 온라인 접수(양식 홈페이지 참고)

※ 지원 시 팀원 중 1명이 대표로 지원 및 제출 바랍니다.

※ 지원서 내 정보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각 Play(His / Be / View)별 중복지원 불가

지원방법

●  활동지원비 지급

●  삼성디스플레이 해외사업장 방문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우수 활동팀에 한함)

활동혜택

모 집 요 강

※ 상기 일정은 주최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결과발표

Play On(발대식) 

활동기간

Play Off(해단식) 

해외연수

2019.7.26(금) ~ 9.16(월)

2019.9.19(목)

2019.9.28(토)

2019.9.28(토) ~ 12.28(토)

2019.12.28(토)

Hisplay

Be-play

View&Play

5팀 (팀 당 5인 이하 구성)

20팀 (팀 당 5인 이하 구성)

5팀 (팀 당 5인 이하 구성)

2020.1. ~ 2. 중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우수활동팀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4

잊혀진 기억, 숨어있는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는 ‘역사 아카이브 콘텐츠’를 제작하여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각의 역사를 알리는 활동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자랑스런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역덕(역사 덕후)’

●  예술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는 ‘감성 크리에이터’

●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 역사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러’의 능력을 지닌 자  

  ※ 역사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문예창작과 등 관련학과 우대(휴학생 지원 가능)

Hisplay의 특별한 혜택

●  아카이브 콘텐츠 기업, ‘기억발전소 전미정, 박소진 대표’의 특강&코칭

●  팀별 ‘활동지원비 200만원’ 지급

●  ‘삼성디스플레이 해외사업장 방문 및 연수’ 기회 제공(우수 활동팀에 한함)

Hisplay

※ 역사 아카이브 콘텐츠란?

    역사적 가치 발견을 통해 변화된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아카이빙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

Play On(발대식)

Insight Day(1차)

Insight Day(2차)

결과물 제출

Play Off(해단식)

2019.9.28(토)

2019.10.7(월) ~ 10.13(일) 중 1일

2019.11.11(월) ~ 11.17(일) 중 1일

2019.12.15(일)

2019.12.28(토)

발대식 & 사전교육

팀별 콘텐츠 제작 점검 및 피드백

팀별 콘텐츠 제작 점검 및 피드백

팀별 콘텐츠 일괄 제출

Hisplay 활동 최종 우수팀 선발

●    활동일정표    ●

※ 상기 일정은 주최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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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사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카드뉴스로 제작&홍보하고 ‘공감지수’를 높여 

직접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사회의 불편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모두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의 마음’을 지닌 자

●  셀럽과도 같은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홍보’만큼은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자

●  어려운 이야기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는 ‘스토리텔러’의 능력을 지닌 자

   ※ 사회복지학과,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관련 학과 우대(휴학생 지원 가능)

Be-play의 특별한 혜택

●  1차 선발된 팀 전원 ‘활동지원비 30만원’ 지급

●  최종 선발된 5팀에게 ‘활동지원비 200만원’ 추가 지급

●  ‘삼성디스플레이 해외사업장 방문 및 연수’ 기회 제공(우수 활동팀에 한함)

Be-play

Play On(발대식)

카드뉴스 제작

홍보활동

최종선발(5팀)

Insight Day

개선활동

Play Off(해단식)

2019.9.28(토)

2019.9.30(월) ~ 10.20(일)

2019.10.21(월) ~ 11.10(일)

2019.11.13(수)

2019.11.16(토)

2019.11.18(월) ~ 12.15(일)

2019.12.28(토)

발대식 & 사전교육

팀별 카드뉴스 제작 및 제출

홈페이지 내 업로드 및 홍보활동 진행

홍보활동 성과 측정 후 5팀 최종 선발

팀별 개선활동 기획 코칭

팀별 일정 조율하여 유동적 진행

Be-play 활동 최종 우수팀 선발

●    활동일정표    ●

1차선발
(최대20팀)

홍보활동 최종선발
(5팀)

개선활동

※ 상기 일정은 주최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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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공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토리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영상&미디어 분야에서 ‘금손’을 지닌 자

●  짧은 영상만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열정’을 지닌 자

●  평소 영상촬영에 관심과 흥미가 많은 ‘크리에이터 꿈나무’  

  ※ 영상 촬영 및 미디어 관련 학과 우대(휴학생 지원 가능)

View&Play의 특별한 혜택

●  우리 이웃의 특별한 사진관, 사단법인 ‘바라봄사진관 나종민대표’의 특강&코칭

●  팀별 ‘활동지원비 200만원’ 지급

●  ‘삼성디스플레이 해외사업장 방문 및 연수’ 기회 제공(우수 활동팀에 한함)

View&Play

Play On(발대식)

Insight Day(1차)

Insight Day(2차)

결과물 제출

Play Off(해단식)

2019.9.28(토)

2019.10.7(월) ~ 10.13(일) 중 1일

2019.11.11(월) ~ 11.17(일) 중 1일

2019.12.15(일)

2019.12.28(토)

발대식 & 사전교육

팀별 영상 제작 점검 및 피드백

팀별 영상 제작 점검 및 피드백

팀별 영상 일괄 제출

View&Play 활동 최종 우수팀 선발

●    활동일정표    ●

※ 상기 일정은 주최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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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는 ‘지역사회가 신뢰하고 임직원이 사랑하는 기업’을 VISION으로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한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회공헌사업

독서공간

중증장애
아동지원

합창단
발달장애청소년

청춘의 특별한 재능나눔

김장축제

북콘서트

우수도서

독서대회



www.letsplay.kr

CONTACT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DC 렛츠플레이 

070-4681-6128
letsplay@creamcom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