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희망을 노래하는 브라운워십입니다.”

브라운워십 새 식구 모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상반기, 새로운 가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브라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라운 워십은 매주 화요일 내일을 여는 모임을 통해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같은 시간에 ZOOM을 통해 모이고 있으며 모임 후 음반 레코딩과 관련된 창작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식구로 지내시려면, 화요일 저녁(6시 이후)시간을 떼어내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3/4(금) 자정까지 링크 공유해드린 드롭박스에 업로딩 해주세요.

예) 폴더명 : 파트이름_홍길동

[식구 찾기 일정] 해당 일정은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서류 접수 : 3/4 (금) 마감

2. 1차 면접 : 3/8 (화)

3. 2차 면접 : 3/15 (화)

4. 인턴기간 : 3/22 ~ 4/19 (화) -5주

5. 식구맞이💙



[모집파트 및 관련 과제]

# 공통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공통 서류 : 지원서

남성 보컬 (1명)

■ 자격 요건 : 브라운워십 음원에 합창과 화음솔로로

참여가 가능하신 분

■ 참여 과제 : 음원 혹은 영상 제출

1. 자유곡 1곡

2. 브라운워십 음원 중 1곡 멜로디, 화음(카피) 모두

밴드 (기타)

■ 자격 요건 : 브라운워십 음원에 레코딩 연주자로

참여가 가능하신 분

■ 참여 과제 : 음원으로 제출

1. 자유곡 1곡

2. 브라운워십 음원 중 1곡

사운드 엔지니어
■ 자격 요건

1. 브라운워십 음원에 레코딩과 편집 및 믹싱으로 참여 가

능하신 분

2. DAW 프로그램(프로툴즈, 로직 등)운영이 가능하신 분

■ 참여 과제 : 해당과제와 작업하신 음원

1. 브라운워십 발표음원에 대한 사운드 분석 및 제안

방송
■ 자격 요건

1. 브라운워십 내일을 여는 모임 라이브를 함께 만들어

가실 분

2. 라이브 방송경력과 방송 장비사용이 능숙하신 분

■ 참여 과제 :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 프로그램과

장비를 지원서와 이력서에 함께 적어주세요.

영상 미디어 아트
■ 자격 요건

1. 브라운워십의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 가실 분

2. 촬영능력과 영상편집이 가능하신 분

■ 참여 과제 : 포트폴리오와 사용하는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지원서와 이력서에 함께 적어주세요.

1. 현재 브라운워십의 컨텐츠에 대한 분석 및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