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우토로는 이제 사라지지만 , 우토로를 기억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 캠페이너 안내서

<시민 캠페이너란?>
시민 캠페이너란 우토로의 역사와 역사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토로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건립기금 뿐만 아니라 역사 구술집, 역사지도, 한글교재, 마을안내서, 함바 재건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시민 캠페이너와 함께 우토로의 역사를 기억해 주세요.
<시민 캠페이너 자격>
<기억할게 우토로>캠페인을 통해 우토로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시민캠페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 캠페이너는 활동 방법>
캠페인 기부참여, 캠페인 홍보, 캠페인 응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또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학교, 직장, 동아리, 소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및 공간에서 <기억할게
우토로>캠페인을 알려보세요.
1. 캠페인 기부참여
<기억할게 우토로> 대표 시민 캠페이너들과 함께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시민 캠페이너들이 기억하는 다짐, 그리고 부탁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2. 캠페인 홍보
<기억할게 우토로>는 시민캠페이너들이 캠페인을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캠페인 공식 브로셔, 우토로 사진, 동영상, PPT, 포스터 등을 통해 <기억할게 우토로>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어 보세요.
3. 캠페인 응원
우로토의 역사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시민 캠페이너들을 위해 월 페이퍼, 편지지를 준비했습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우토로를 기억하고 응원해보세요.

“낡은 우토로는 이제 사라지지만 , 우토로를 기억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캠페이너 자료집>

1. <기억할게 우토로>브로셔
브로셔를 통해 지인, 친구들, 연인에게 우토로를 알려보세요.
브로셔는 A4전용으로 제작되어 파일을 다운 받아 인쇄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억할게 우토로>포스터

발표, 스터디 등과 같은 자리에서 포스터를 통해 <기억할게 우토로>를 알려보세요.
포스터는 A4 전용으로 제작되어 파일다운 받은 후 인쇄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억할게 우토로>PPT
발표, 스터디, 모임 등과 같은 자리에서 PPT를 통해 <기억할게 우토로>를 알려보세요.
파일다운 받은 후 목적에 맞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억할게 우토로>FAQ
우로토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FAQ를 통해 우토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캠페인을 알리는데 활용해 보세요.
5. <기억할게 우토로>사진
가족, 동료, 친구, 연인들에게 우토로 사진을 통해 캠페인을 알려보세요.
또는 나의 SNS, 카톡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캠페인을 알려 보세요.
6. <기억할게 우토로>동영상링크
가족, 동료, 친구, 연인들과 함께 우토로영상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동영상 링크를 SNS,온라인에 공유하여 <기억할게 우토로>캠페인을 알려보세요.
7. <기억할게 우토로>월페이퍼/배경화면
나만의 공간에서 우토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월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내 컴퓨터,
노트북, 모바일 배경화면에 우토로를 기억해 보세요.
파일을 다운 받고 배경화면 이미지를 바꿔보세요.
8. <기억할게 우토로>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우토로 마을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보내주세요.
아름다운재단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보관하겠습니다.
편지지를 인쇄하여 직접 손편지를 쓰신 경우에는 아름다운재단 우편주소로 보내주세요.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 아름다운재단

편지지를 전자문서로 적어주신 경우에 아름다운재단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 give@beautifulfund.org
** <기억할게 우토로> 시민캠페이너 자료집은 아름다운재단이 제작했습니다.
본 자료집은 캠페인 관련 활용목적 외에 아름다운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