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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부산국제교류재단

하반기� 「통·번역� 서포터즈」� 모집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통·번역� 서포터즈」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선발개요

� ○� 대� � � � 상� :� 부산� 시민� 및�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 � � ※� 부산� 거주� 외국인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 ○� 일� � � � 정� :� 지원서� 접수� 10/13(화)~10/25(일)� ▶� 서류합격자� 발표� 10/28(수)� ▶�

면접심사� 10/30(금)� ▶� 최종합격자�발표� 11/2(월)� ▶� 오리엔테이션�및� 교육� 참석� 11/6(금)

※� 선발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 모집인원� :� 총� 9명

언� 어� 권 계 영� � 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모집인원 9 2 1 2 2 1 1

� ○� 지원자격

구� � � � 분 자� 격� 기� 준

기본사항
○� 해당� 언어� 능통자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 및�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
○�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우대사항

○� 해당언어� 자격증� 소지자
○� 통·번역� 관련� 경력� 소지자
○� 평일� 오전� 활동� 가능자
○� 장기� 활동� 가능한� 자

□� 활동안내

� 1.� 활동내용

� � ▷� 공공기관� 및� 병원� 이용�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 대상� 통·번역� 지원

� � ▷� 의료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통·번역� 서비스� 제공

절차 [STEP� 1]� 신청

▶

[STEP� 2]� 서포터즈� 매칭

▶

[STEP� 3]� 서비스� 제공

대상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 /� 기관 외국인� 종합상담� 상담직원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 /� 기관

신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Life� in� Busan� 어플리케이션
부산글로벌센터(1577-7716) 통·번역� 서포터즈

내용 ∙ 동행통역� ∙ 문서번역 ∙ 신청서�접수�∙ 신청자�신분�및�기관�확인 ∙ 동행통역� ∙ 문서번역

� 2.� 활동혜택

� � ▷� 활동실비� 지급(통역� 1회당� 3만원� /� 번역� 1p당� 2만원,� 최대� 3만원� 지급)

※� 활동비� 초과� 시,� 봉사시간(1365자원봉사센터)� 지급,� 시간당� 1만원

� � ▷� 분기별� 교육� 참석

� � ▷� 활동확인서� 및� 임명장� 발급

□� 접수안내

� ○� 제출서류� :� 지원서(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iyoon.kim@bfic.kr)

� ○� 문� � � � 의� :� 부산국제교류재단� 세계시민협력팀(☎051-711-6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