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혁신조직 커리어탐방대 1기 면접심사 안내>
1. 일시: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오전 9:30~오후 6:00
2. 방식: 온라인 비대면(zoom)으로 진행함.
지원자는 본인의 1)면접 조(A조/B조)와 2)면접시간을 확인한 뒤, 면접시간 5분 전까지 ZOOM 링크에 접속하여
입장 대기해야 함.
[ZOOM 링크]
A조: https://us02web.zoom.us/j/83145931580 (회의 ID: 831 4593 1580)
B조: https://us02web.zoom.us/j/85117834490 (회의 ID: 851 1783 4490)
3. 면접 준비사항
- 소음이 없고, 양질의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이 갖춰진 장소에서 면접에 참석해야 함
-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비디오 및 오디오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면접 진행 중에는 비디오와 오디오를 전부
켜 둔 상태로 유지해야 함
- ZOOM 회의실 입장 시에는 이름을 실명(핸드폰번호 뒤 4자리)

*예시) 홍길동(1234)으로

설정하여 입장해야 함

- 면접 참석자는 면접관이 안내하는 답변 시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답변을 마무리해야 함

[면접시간]
면접시간

A조

성명

B조

성명

9:30-10:00

닷페이스
와이비에스에듀

고O민 (7159)
고O희 (4505)
이O인 (4486)

유쾌한

박O민 (2029)
오O화 (7945)
이O은 (8785)

10:00-10:30

닷페이스
로쉬코리아

서O민 (1781)
양O진 (5179)
유O선 (2889)

유쾌한

이O하 (8253)
김O영 (1158)
김O희 (3460)

10:30-11:00

닷페이스

윤O연 (2039)
박O영 (7808)
이O하 (8253)

유쾌한

김O진 (3332)
김O지 (9727)
정O지 (3213)

11:00-11:30

닷페이스

이O정 (3774)
장O진 (7187)
승O경 (8266)

공감만세
오요리아시아

김O빈 (8034)
김O지 (9727)
권O연 (1630)

11:30-12:00

닷페이스
공예문화

김O민 (5507)
조O진 (8242)
김O빈 (5350)

엘에이알
소이프
슬로워크

이O현 (4641)
김O민 (6273)
김O연 (9707)

12:00-12:40

보틀팩토리
피치마켓

김O민
서O현
이O봄
이O현

슬로워크
비슷

홍O연 (9961)
양O우 (3068)
유O이 (1912)
박O아 (7864)

(3317)
(2953)
(3914)
(4641)

12:40-13:30

휴식

13:30-14:00

슬로워크
보틀팩토리

최O윤 (2548)
고O희 (4505)
김O천 (2813)

방앗간컴퍼니
동구밭
위대한상사

이O은 (7208)
권O연 (1630)
이O곤 (6781)

14:00-14:30

아름다운커피
아프리카
에코남양주

김O연 (2494)
이O정 (3134)
김O영 (1158)

니트생활자

이O봄 (3914)
최O윤 (2548)
정O지 (3213)

14:30-15:00

아름다운커피
아프리카
에코남양주

이O은 (7208)
김O민 (6273)
이O곤 (6781)

니트생활자

오O화 (7945)
유O선 (2889)
이O리 (0714)

15:00~15:20

가치있는누림
제로마켓
더브릿지

송O정 (2868)
임O도 (7189)

-

-

15:20~15:40

가치있는누림
제로마켓
더브릿지

박O민 (2029)
차O화 (1094)

늘품상담사협
지속가능경영재단
다솜이재단
노동공제연합풀빵

김O희 (3460)
김O빈 (5350)
임O도 (7189)

유O아 (9297)
김O지 (8727)
한O희 (3601)

제이에이코리아
플레이콕

김O민 (5507)
박O영 (6599)
승O경 (8266)

김O천 (2813)
김O재 (9417)
이O정 (3774)

소무나
이브이케어
프래그

김O겸 (5766)
김O라 (1441)

투파더
리코
랩2050

안O선 (6286)
차O화 (1094)

투파더
리코
랩2050

김O라 (1441)
김O겸 (5766)
박O영 (6599)

15:40~16:10

16:10~16:40

16:40~17:20

17:20~18:00

가치있는누림
한국사회혁신금융
세상을품은아이들
희망씨사람들
크리에이터스랩
아시안허브
모션랩스
브로콜리컴퍼니
크리에이터스랩
아시안허브
모션랩스
브로콜리컴퍼니
하이사이클
프래그

이O정
이O은
이O리
유O이
김O재
서O현
박O아
김O아

(3134)
(8785)
(0714)
(1912)
(9417)
(2953)
(7864)
(2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