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스운영서포터즈
번호 　국가 부스명 인원 서포터즈 이름
A01 도미니카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1 하유빈

A02 베네수엘라 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 1 정유진

A03 볼리비아 주한볼리비아대사관 1 윤경서

A04 에콰도르 주한에콰도르대사관 1 오윤석

A05 온두라스 주한온두라스대사관 1 홍지현

A06 코스타리카 주한코스타리카대사관 2 한유진

A06 코스타리카 주한코스타리카대사관 2 남예린

A08 방글라데시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 1 류서희

A09 일본 나가사키시 1 김현재

A10 일본 나가사키현 2 이혜유

A10 일본 나가사키현 2 김하진

제14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서포터즈 합격자 발표
 

      제14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서포터즈 선발에 지원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립니

다.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

합니다.  합격자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5.10.(금) 15:00~16:30 부산시청역 국민연금부산회관 6층

      ▷ 5.11.(토) 10:00~11:00 부산시청역 국민연금부산회관 13층

           ※오리엔테이션 2회 중 1회 참가 / 불참시 참가 불가능

□ 활동개요

  m 활동시간 : 2019. 5. 19.(일) 08:30 ~ 18:00 *교육/사전준비시간 포함 

  m 장    소 : APEC 나루공원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m 참여인원 : 2만 여명(국내외단체, 외국인주민, 일반시민 등)

  m 주요내용 : 부스운영, 세계문화공연, 체험마당운영 등 

  m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부산국제교류재단

□ 주요혜택 : 활동확인증, 봉사시간(8시간), 티셔츠, 점심도시락, 문화상품권(1만원) 제공



번호 　국가 부스명 인원 서포터즈 이름
A11 일본 후쿠오카시국제교류재단 2 이승혁

A11 일본 후쿠오카시국제교류재단 2 김동현

A12 타지키스탄 주한타지키스탄대사관 2 김지수

A13 터키 터키이스탄불문화원  부산지점 1 김수빈

B01 파키스탄 주한파키스탄대사관 1 김기준

B03 세네갈 주한세네갈대사관 2 윤민영

B03 세네갈 주한세네갈대사관 2 남효서

B04 알제리 주한알제리대사관 2 박원주

B04 알제리 주한알제리대사관 2 김선아

B05 요르단 주한요르단대사관 1 이미람

B06 잠비아 주한잠비아대사관 2 김민진

B06 잠비아 주한잠비아대사관 2 김민지

B07 탄자니아 주한탄자니아대사관 1 강주연

B08 튀니지 주한튀니지대사관 2 최한솔

B08 튀니지 주한튀니지대사관 2 김지수

B09 독일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 2 엄소현

B09 독일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 2 이채린

B10 독일 주한독일대사관 1 강동우

B12 루마니아 주한루마니아대사관 1 김문정

B13 슬로바키아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 1 허연재

B14 아제르바이잔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관 2 김보람

B14 아제르바이잔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관 2 윤보경

B15 우크라이나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2 최진

B15 우크라이나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2 이유정

B16 체코 주한체코대사관 1 손세영

B17 크로아티아 주한크로아티아대사관 2 배수연

B17 크로아티아 주한크로아티아대사관 2 제소현

B19 한국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2 김소정

B19 한국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2 이지은

B20 한국 일신다문화 커뮤니티 2 이은솜

B20 한국 일신다문화 커뮤니티 2 김조희

B24 한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 김규림

B24 한국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 김세희
C02 필리핀 세부주 2 이예진
C02 필리핀 세부주 2 권민지

C03 미얀마 양곤시 2 이대원

C06 캄보디아 주한캄보디아대사관 2 정유정



번호 　국가 부스명 인원 서포터즈 이름
C06 캄보디아 주한캄보디아대사관 2 김신영

C07 한국 KF 아세안문화원 2 김민서

C07 한국 KF 아세안문화원 2 김수지

C08 태국 방콕시 2 차효정

C08 태국 방콕시 2 유선우

C10 몽골 주부산몽골영사관 1 김소정

C11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주부산총영사관 2 최지민

C11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주부산총영사관 2 권혜경

C12 미국 주부산미국영사관 1 류수연

C13 러시아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 2 KAMINSKAIA IANA

D01 한국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부산지회 2 장해원

D01 한국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부산지회 2 정용현

D02 한국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2 김지훈

D02 한국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2 박수연

D04 한국 (재)부산디자인센터 2 채지원

D04 한국 (재)부산디자인센터 2 DAO THI THANH THUY

D05 한국 영화의전당 1 김은영

D09 한국 유라시아협력센터 2 송민아

D09 한국 유라시아협력센터 2 이상빈

D11 한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박경민

D12 유럽 주한유럽상공회의소 2 성낙진

D12 유럽 주한유럽상공회의소 2 김나영

D19 말레이시아 재부산말레이시아인협회 1 서예지

E09 한국 해운대 모래축제 2 VAN THI THUY NHI

E09 한국 해운대 모래축제 2 여지윤

F00 다국 글로벌 나눔문화존 2 윤희지

F00 다국 글로벌 나눔문화존 2 이효주

F03 한국 세계여성상공회 한국지부 1 이혜인

F04 한국 부산국제여성회 1 최유라

F08 에콰도르 에콰도르 파챠쿠낙 1 송지경

F12 카메룬 캄부산 1 이해찬

F13 케냐 케냐 커뮤니티 1 김지연

F14 벨라부스 주한벨라루스대사관 1 나해주

F16 인도네시아 아름다운 인도네시아 1 이예진

F20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유학생회 1 박채은



행사장 운영지원　 무대지원
구역 서포터즈 이름 구분 서포터즈 이름

I1 자넬케 무대지원 배소연
I1 양진영 무대지원 박보임
I1 이선경 무대지원 김지은
I1 전가영 무대지원 Purwanto Anto / 뿌르완또 안또
I2 이수빈 무대통역 문주은
I2 김나현 무대통역 여민지
I2 김현지 무대통역 장미경
I2 전용준 무대통역 정해인
I3 Nguyen Thi Phuong  Thao 무대통역 노지수
I3 이우석
I3 김홍빈
I3 박소휘
I4 오경주
I4 한수영
I4 임정은 촬영팀
I4 이은희 촬영팀 HTUN LIN OO

운영본부 진송희 촬영팀 박수빈
운영본부 최수한 촬영팀 이한솔
운영본부 오지민 촬영팀 이서진
체험존 노슬기
체험존 채경수
체험존 장보현
체험존 신예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