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온아띠 사무국입니다.
KB국민은행-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18기에 지원해주신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30일 18기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 라온아띠 사무국은 서류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인원의 약 2.7배수인 54명의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은 첨부된 pdf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온아띠 사무국은 단원 선발에 더욱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기 위해,
라온아띠 18기 면접심사 역시 성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면접심사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드립니다.
<라온아띠 18기 면접심사 안내>
■ 날짜: 2018년 7월 6일(금)
■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 교통편 :
지하철: 9호선(여의도) 5호선(여의도) 9호선(샛강)
버스:
간선 153 , 162 , 261 , 262 , 461 , 503 , 753
지선 5012 , 5623 , 6513 , 5618 , 6513
광역 M7625
좌석 5601
마을 영등포11 영등포10
약도를 미리 확인하시고 면접 시간에 늦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연락: 라온아띠 사무국 (02-754-7892 / 010-2655-1625)
■ 면접방식:
1) 총 3개팀 3명씩 나누어 면접을 봅니다.(본인이 속한 조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라온아띠 18 면접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면접 오리엔테이션 : 9 명이 함께 이야기하는 티타임 시간
- 면접자(3 명) : 면접관 3 명과 면접자 3 명이 진행하는 그룹&개별 인터뷰입니다.
3) 각 면접 시작 20 분 전까지 대기하셔야 합니다.
4) 면접 시 준비해야 할 사항:
+ 대학 재학(휴학,재적) 증명서 원본,
+ 지원서에 기입한 활동 내역의 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물),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이 필요한 경우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티타임을 위한) 개인컵
+신분증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면접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7 월 5 일(목요일)일까지 라온아띠 사무국(02-754-78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심사 당일에 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 라온아띠 18 기에는 서류합격자 예비후보제를 시행합니다.
현재 서류심사합격자 중 면접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7 월 5 일(목) 오후 6 시까지) 상단에
긴급연락처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후보로 선발된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꼭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심사 당일 사전연락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수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예정입니다.
면접심사 대상자 공석은 서류심사 합격 예비후보에게 사무국이 직접 개별 연락을 하게 됩니다.

■ 최종제출 된 지원서는 홈페이지 '모집->지원서 제출'을 통해 7 월 5 일(목요일) 오후 6 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 YMCA 전국연맹 라온아띠 사무국 (02-754-7892/asiaraonatti@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