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B-243호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청년 유통활동가 7차 면접전형 공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 청년 유통활동가 모집을 위한 7차 면접전형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면접전형 안내
❍ 일

시 : 2019. 11. 25.(월)

❍ 장

소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창의육성동 2층

❍ 면접대상 : 신청자 전원 (결격자 제외)
❍ 선발예정 : 1명(전남 담양농협)
❍ 면접위원 : 총 3명(외부전문가 1명, 지자체위원 1명, 사업장위원 1명)
❍ 면접방법 : 각 면접 조별 구성하여 대면 면접방식으로 진행

- 질의응답 약 30분 (직무역량, 태도, 지원동기, 자기계발의지 등)
❍ 면접복장 : 단정한 자율복장
❍ 합격발표 : 추후별도 홈페이지 공지 (ictwork.net)

※11 26.(화) 예정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반드시 지참
❍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제출

※ 면접당일 제출

※ 면접당일 확인

❍ 자격사항, 우대사항, 취업취약계층 등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면접당일 제출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가로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지참
※ 증명 자료 등은 면접관에게 제출
증명자료 제출

❍ 응시사업장의 면접응시자 등록시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함.

※ 해당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면접시간은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발급방법 >
- 초, 중, 고 졸업증명서 발급방법

․가까운 각급학교 행정실,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방문 발급
․가까운 구청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 방법 (공인인증서 필요)
- 정부24 : https://www.gov.kr/
-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방법

․졸업 해당 대학교 방문 발급
․가까운 구청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방문 발급
․인터넷, 모바일앱 발급 방법 (공인인증서 필요)
- 정부24 : https://www.gov.kr/
․졸업(예정)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

☐ 응시자 등록시간

* 현장상황에 따라 면접시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그룹

면접 예정시간

응시자 등록시간

1조

15:00 ~ 15:30

14:45

2조

15:30 ~ 16:00

15:15

□ 면접 대상자 리스트
그룹

접수번호

모집인원

담양군

담양농협

1명

응시자명

응시지역

응시사업장

○현
○준
김○형
정○준
한○미
이○진

담양군

담양농협

LAD-1900536
LAD-1900535
LAD-1900534

2조

사업장

※ 접수번호와 조별 그룹, 등록시간 확인 必

LAD-1900537
1조

시군

LAD-1900533
LAD-1900532

※ 동명이인 없음.

김

☐ (합격자) 사전직무교육 의무참석
❍ 7차 청년유통활동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진직무교육 실시
❍ 교육일정 : 11. 27.(수)
❍ 교육장소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창의육성동 2층
❍ 교육내용 : 사업지침 안내 및 기본 소양 교육 등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자리추진단

백광현 선임

☎ 061-339-6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