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공고 제2020 – 81호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선발과 관련하여 진행된
서류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1. 서류심사 합격자
연 번

성 명

콘텐츠 기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차○석
정○현
노○혁
방○진
배○수
허○영
김○빈
고○
정○희
류○아
이○성
남○리
황○훈

부평 데이트코스 브이로그
어서 와 부평은 처음이지
응답하라 1991
방혀띠니 부평투어
왜 ‘음악도시 부평’인가
부평아트센터 브이로그
부평 인터뷰 및 소품샵 투어
leggo! LEGO
따뜻한 부평의 모습 브이로그
나만 알고 싶은 사진 맛집
가을 거리를 걷다
부평 노래 일기
To My Beloved City

※ 서류심사 합격자의 경우 개별 연락(전화 또는 SMS 문자) 실시 예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
인 참고 바랍니다.

2. 면접심사
- 일 시 : 2020.09.10.(목) 16:00 ~ 18:00
- 구글 미트(Meet)를 통한 多(면접 대상자):多(심사위원) 온라인 화상 면접
면접시간

성명(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16:00 ~ 16:10

차○석(9446), 정○현(2210), 노○혁(2904)

16:15 ~ 16:25

방○진(9787), 배○수(5150), 허○영(5250)

비고

면접 시간 20분 전
테스트 대기
16:30 ~ 16:40

16:45 ~ 17:00

김○빈(3392), 고○(0335), 정○희(1664)

류○아(3752), 이○성(9997),
남○리(0314), 황○훈(1219)

- 최종발표 : 2020.09.14.(월) 예정
- 오리엔테이션 : 2020.09.18.(금) 19:00 예정

3. 전형방식
◯ 구글 줌(ZOOM)을 통한 多(면접 대상자):多(심사위원) 면접 진행
◯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면접 심사 (면접시간 10분)

◯ 부평구문화재단 면접 담당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테스트 확인 후 화상 면접 진행

4. 안내사항
◯ 반드시 본인의 면접 시간을 확인하고, 면접 시작 20분 전에 영상 테스트 대

기 부탁드립니다.
◯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이 가능한 구글 계정(gmail)을 통해 미리 휴대전화라면 애플리케이션,
노트북 혹은 컴퓨터(마이크 필수)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 설치(크롬, 사파
리 브라우저는 설치 미필요) 부탁드립니다.
◯ 상기 면접 시간은 상황에 따라 지연,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단 (032-500-2048)
◯ 면접 불참자는 최종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면접 불참 시 사전에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면접심사
시간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