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부산 외국인 유학생 근로학생 모집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심사 시행안내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020년도 부산 외국인 유학생 근로학생 모집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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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3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이사장



□ 면접심사 실시 개요
  m 일    시 : 2020. 6. 25(목), 17:00부터
  m 면접방법 : 면접대상자 화상면접(Zoom활용) 진행
  m 면접방법 : 그룹면접(1그룹당 5명 구성, 1그룹당 15분 소요예상)
  m 선발인원 : 10명
  m 면접대상 : 20명

□ 면접심사 대상자(총 20명)

  

□ 유의사항
  m 화상면접 진행으로 메일로 송부되는 화상면접 가이드라인에 
     따라 면접 가능한 환경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m 면접 전 6월 24일 오후 5시까지 개인정보·영상촬영 동의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타어학능력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을 kimjy@bfic.kr로 제출해주세요.
  m 면접심사 당일 본인이 배정된 면접시간의 면접시작 15분 전까지
     화상면접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해주세요.
     (시간 미 엄수 시, 면접심사 참가불가)

  m 면접 불참 시, 반드시 사전 연락바랍니다. 

번호 성 명 연락처(마지막 4자리)

1 티○씨○ 9561

2 빌○스○ 바○닷 8120

3 수 ○디 ○ 텟 ○ 6547

4 서○ 0521

5 류○허 8684

6 부 ○ 하○ 9398

7 장○단 9622

8 이○빈 8211

9 자○리○ 안○ 0395

10 트○ 티 ○ 0624

11 에○포○토 줄○아 6824

12 응○ 투 히○ 2203

13 쑈○바○바 아○ 2704

14 마○오○ 유○ 1232

15 샤○리○바 굴○즈 9811

16 왕○결 7188

17 부○ 티 ○ 후○ 0041

18 바○니 로○ 2936

19 카○오○ 마○ 3938

20 우○항 9059

mailto:kimjy@bfic.kr


□ 향후일정

연번 추진내용 일자 비고

1 면접심사 대상자 공지 6.23(화) 재단 웹사이트 공지 및 개별연락

2 면접심사 실시 6.25(목), 17:00 재단 교류실 (*화상면접 예정)

3 최종 합격자 발표 6.26(금) 재단 웹사이트 공지 및 개별연락

4 오리엔테이션 실시 7월 첫째 주 -

□ 문의

  m 세계시민협력팀 ☏ 051) 711-6843 / kimjy@bfi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