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지원분야 성명 휴대폰 끝4자리 면접시간 

1 전문가 김O오 9982

14:00

2 전문가 김O서 7775

3 전문가 김O은 7443

4 전문가 김O옥 1245

5 전문가 이O희 3646

6 전문가 진O현 0275

7 통역지원 권O경 1720

14:30

8 통역지원 김O혁 6899

9 통역지원 김O진 3542

10 통역지원 박O아 6671

11 통역지원 신O경 9634

12 통역지원 윤O영 2156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최종 면접심사 일정 안내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지원해주신 모든 지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오니 서류심사에 합격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면접심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v 면접심사 개요

 ○ 일    시 : 2019. 5. 13(월), 14:00-18:00

 ○ 장    소 : 부산국제교류재단 교류실(1호선 시청역 2번 출구)

 ○ 면접인원 : 48명

 ○ 면접내용 : 사업이해도, 기여도, 특기, 해당분야 적합여부 등 종합적 심사

  *면접당일 개인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미제출자 면접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 필.

v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자 : 총 48명

 ○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13 통역지원 이O비 3810

14 문화예술 김O오 5733

15:00

15 문화예술 동O애 2379

16 문화예술 유O송 4985

17 문화예술 이O림 5821

18 문화예술 정O희 7730

19 안전 김O오 7659

15:30

20 안전 박O현 8746

21 안전 성O경 2040

22 안전 전O빈 2969

23 안전 정O석 4394

24 안전 한O규 7700

25 행사지원 강O민 8087

16:00

26 행사지원 강O경 9285

27 행사지원 김O석 2713

28 행사지원 김O자 9202

29 행사지원 문O영 6791

30 행사지원 문O정 3994

31 행사지원 박O지 7037

16:30

32 행사지원 박O규 6804

33 행사지원 반O정 7951

34 행사지원 백O우 4120

35 행사지원 신O람 7998

36 행사지원 오O빈 6634

37 행사지원 이O안 9335

38 행사지원 이O연 4156

17:00

39 행사지원 이O희 7118

40 행사지원 임O호 6877

41 행사지원 조O수 3781

42 행사지원 홍O민 0451

43 홍보지원 김O성 8183

17:30

44 홍보지원 김O원 5698

45 홍보지원 모O선 3834

46 홍보지원 박O은 9217

47 홍보지원 엄O현 7890

48 홍보지원 이O미 5521

v 유의사항
 ○ 면접시간 확인 후 20분 전까지 면접장소 도착 및 접수
 ○ 그룹면접이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면접시간 조정 불가(면접 불참 시 자동 불합격 처리)
 ○ 면접 참석 확인서 공문 배부 가능(신청자에 한함, 면접 종료 후 개별신청)
   ▸ 신청방법 : 공문신청서 작성(5.12 한) https://forms.gle/Ph4awoatAgEVxMss6



v 면접장소 교통편

 ○ 약  도

* 주 소 :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빌딩 13층

* 전 화 : 051-668-7900 / 팩스 : 051-668-7926

○ 교통편

* 버스로 오시는 길

- 21, 31, 52-1, 86, 89, 89-1, 99, 110, 110-1, 129, 131, 135, 142, 179 시청역 하차

* 지하철로 오시는 길

- 1호선 이용시 시청역 하차 2번 출구

- 2호선 이용시 서면역에서 1호선 (노포동방면)으로 갈아타신 후 시청역하차 2번 출구

- 3호선 이용시 연산동에서 1호선(신평방면)으로 갈아타신 후 시청역하차 2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