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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드림 소셜 미디어 엠베서더가 되신 것을 축하 합니다!

SOCIAL MEDIA AMBASSADOR 가 됬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일까요?
당신의 목소리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코리안드림이 세계로 전해질 것 입니다.

이제 코리안 글로벌 켐페인의 멤버입니다.

. ECHO 자신의 네트워크와 세계에 켐페인의 의의 알리기.

. SHARE 켐페인의 목적과 켐페인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나누기.   

. LEAD 켐페인에 비전과 관련된 온라인 대화 이끌어 나가기.

#코리안드림 사인보드와 사진 찍기. 1 분 영상 만들기. - 나의 #코리안드림

은  나는 #코리안드림을 응원 합니다.  

글 써서 사진 남기기. 내가 #코리

안드림을 지지하는 이유는  

희망의 메세지. 
#코리안드림을 향한 나의 꿈은...  

좋아하는 #코리안드림 한류 스타들과 함

께 하기. 
칠판 메세지.  학교에서 #코리안드림 켐

페인 알리기. 



다른 5분 활동들
1. 1드림1코리아 페이스북 계정에 리뷰 달기.

2. “나는 #코리안드림을 응원합니다” 짦은 (10 ~ 30초) 응원 영상 만들기.

3. 메세지 보드 사진 (한반도 통일을 위한 메세지)

4. 원 코리아 글로벌 또는 글로벌 피스 재단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개시글 리포스트하기.

5. 원 코리아 글로벌 켐페인 소셜 미디어 활동에 친구들 참여시키기.

• 저희 포스트를 공유
하고  자신의 #코리안
드림 이야기 공유해
보세요.

• 2019년  2월  26일
그리고  월  1일의
카운트  다운  포스트
에  댓글을  남기고
공유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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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5 분, #코리안드림 켐페인에 참여  하기.
#코리안드림 Social Media Ambassadors가 되기위해선 5 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일  포스트에  공유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

MOTIVATION 
MONDAY

TRANSFORMATION 
TUESDAY

WISDOM 
WEDNESDAY

THROWBACK 
THURSDAY

  FEATURE 
FRIDAY

STARSTRUCK 
SATURSDAY

SHARE 
SUNDAY

COUNTDOWN 
CALENDAR

• 원케이  가수들과  #코
리안드림을  응원해
주세요.

• 켐페인에  참여한  자
신의  사진이나  영상
을  공유해  보세요

• #코리안드림은 나
에게  - #코리안
드림켐페인이개
인적으로 어떤한
영향을 주었는지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 #코리안드림에  관련
된문구를공유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 지난  콘서트  노
래또는켐페인에
대한  기억들을  공
유하고  댓글을  남
겨보세요.

• 한국에  역사의  대한  흥
미로운  사실들을  공유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