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교류재단 단기계약직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심사 시행안내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외국인 유학생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관련 

단기계약직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심사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지원자 여러분의 면접을 위한 이동과 한정된 공간에서 면접 진행이 불편하다고 

생각되어 안전을 위해 화상면접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합격자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상세한 화상면접 가이드라인은 지원서를 

제출해주신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 4. 3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이사장



연번 성 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 명 핸드폰 뒷자리

1 정○순 7589 26 최○선 9697

2 김○균 8959 27 민○원 7367

3 김○혜 3117 28 강○민 6502

4 이○백 7284 29 김○태 2501

5 홍○정 7652 30 권○영 8720

6 박○진 7957 31 윤○영 2844

7 이○우 6715 32 김○영 1282

8 박○민 9209 33 임○경 7660

9 박○현 0550 34 한○우 4288

10 장○희 1368 35 노○정 5505

11 최○서 2836 36 윤○희 8296

12 이○경 1358 37 안○진 8054

13 최○혁 7439 38 최○림 9195

14 서○성 5913 39 조○원 6630

15 김○경 2607 40 김○경 5214

16 김○욱 7802 41 린○이 5638

17 박○빈 4823 42 전○원 2981

18 송○현 5465 43 남○준 3320

19 정○원 9392 44 김○식 6731

20 김○진 4379 45 강○후 5853

21 이○정 5268 46 백○웅 9060

22 신○경 9100 47 정○인 7642

23 최○연 7376 48 박○원 3045

24 김○늘 8537 49 신○경 6840

25 고○언 1650 50 하○수 8762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용

    (본인얼굴과 이름은 가리지 말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모두 가릴 것)

 ② 화상면접 개인정보동의서 1부 (*소정양식 참고)

 ③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어학능력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컴퓨터 관련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2차 면접심사 실시 개요

  m 일    시 : 2020. 4. 6(월), 14:00부터

  m 방    법 : 면접대상자 화상면접(Zoom활용) 진행

  m 선발인원 : 1명 

  m 면접대상 : 50명

  m 제출서류

   - 면접심사가 화상면접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사전 제출

     바랍니다.

   - 제출기한 : 4.5(일) 18:00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 참가포기로 간주합니다.

※ 유의사항: 신분증, 공인언어시험 성적표 및 자격증 등에 자동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출할 것  

□ 유의사항

  m 화상면접 진행으로 메일로 송부되는 화상면접 가이드라인에 

     따라 면접 가능한 환경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m 면접심사 당일 본인이 소속된 면접그룹의 면접시작 15분 전까지

     화상면접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해주세요.

     (시간 미 엄수 시, 면접심사 참가불가)

  m 면접 불참 시, 반드시 사전연락바랍니다. 

  m 면접심사가 화상면접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분증, 화상면접 개인

     정보동의서, 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불합격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 향후일정

  m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4. 7(화) 14:00 이후

    - 재단 웹사이트 공지사항 및 최종합격자 개별연락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m 근로 개시일(예정) : 2020. 4. 8(수) 

□ 문의사항

  m 세계시민협력팀 ☏ 051-711-6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