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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회에서는 스타벅스코리아 후원,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스타벅스-아름다운 2022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바, 서류면접 심사 결과 귀하가 1차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면접심사 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사 업 명: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2022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2. 일    정: 2022. 5. 19.(목) 09:30 ~ 17:00

               ※ 참가자별 면접일정은 붙임 문서(면접참가 일정 안내) 참조

 

  3. 면접 장소

    ○ 대기장: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C 

    ○ 면접장: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화상회의실

  4. 진행방법

    ○ 3~4인 1조 그룹면접 실시

    ○ 소요시간: 1그룹 당 30분 이내

    ※면접진행 관련 문의 사항은 7. 문의에 안내된 연락처로 5. 17(화)까지 사전 연락요망

  

  5. 요청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한 면접심사 진행을 위해 전체 일정 진행 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함

    ○ 원활한 면접심사 참여를 위해 면접 당일, 그룹별 면접시간 10분전 까지 대기장소 도착 요망

    ○ 서울 및 수도권(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면접 참가자는 당일 출/도착 분의 교통비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 필수(기차, 시외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이용료 지급)

    ○ 면접 진행 시 2분 이내의 자기소개 실시 예정으로 사전 준비 요망

    ○ 최종 선발 시, 2022. 6. 16.(목)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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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찾아오는 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Tel: 2088-7128 / 719-8939

항공
- 김포공항에서 지하철 5호선, 공항철도 중 선택 하여 이동 →

  공덕역 하차(6번출구) 한국사회복지회관 건물 7층

기차

- 서울역

 1) 공항철도 탑승→공덕역 하차(6번출구) 한국사회복지회관 건물 7층 

 2) 지하철 4호선 탑승→ 삼각지역에서 6호선으로 환승 → 공덕역 하차

    (6번 출구) 한국사회복지회관 건물 7층

고속버스

-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지하철 3호선 탑승→약수역 6호선 환승→공덕역 하차

 (6번 출구) 한국사회복지회관 건물 7층

수도권  내

대중교통

- 버스 이용시

  160, 260, 631, 7013, 7611, 1002, 2300, 2400, 2100 

- 지하철 이용시

  5, 6,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탑승 후 공덕역 6번 출구 하차

  7. 문의

    ○ 이봄 대리/ 사회복지사 (02-2088-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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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2022 청년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면접 참가자 명단(35명)

면접 조  
구분 성명 생년월일 면접시간

1
권*진 980807

9:30이*세 990616
홍*연 001220

2
김*지 011114

10:00유*민 991026
이*주 960702

3
김*운 991130

10:30신*우 020829

4
강*수 990220

11:00석*경 990421
유*아 980530

5

박*현 970929

11:30
유*범 981116
최*현 990331
이  * 990222

6

이*린 000409

13:30
김*연 981102
박*연 990324
백*현 010605

7
박*현 991018

14:00박*연 010420
박*준 010412

8

김*용 970624

14:30김*호 000530

김*경 000606

9
신*하 990624

15:00원*영 000306
장*미 970909

10
김*주 990601

15:30김*현 970514
박*솔 981125

11

손*은 001017

16:00
이*정 980918
홍*진 970626
우*우 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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