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수출입은행과�함께하는�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 6기

[ 2018년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6기 합격자 공고 ]

2018년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하는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6기 

서류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합격자는 4월 24일(화) 24시까지 첨부된 2개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volun@vculture.or.kr)로 발송하여야 희망씨앗 대학

생봉사단에 최종 합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포기의사로 간주하며 다음 대기자에게 활동 권리가 넘어갑니다.

[제출서류]

1. 희망씨앗 단원 활동서약서(한글파일) 

2. 발대식 신청서(한글파일)

담당자: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장륜경간사 / 문의처: 070-4699-5913 

* 제출서류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발대식 안내문 및 공지사항을 메일로 발송합니다. 

1. 서류 제출방법

1) 활동서약서(출력O)

-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로 생년월일, 이름, 서명 작성 후 파일스캔 

또는 핸드폰 촬영하여 파일명 변경 뒤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함

  [파일명: 활동신청지역_이름_희망씨앗단원활동서약서]

  ☞ 예) 광주_홍길동_희망씨앗단원활동서약서

  ★ 작성한 활동서약서 원본은 발대식(4/29,일) 당일 제출

2) 발대식 신청서(출력X)

-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명변경 뒤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 

[파일명: 활동신청지역_이름_발대식신청서] 

  ☞ 예) 광주_홍길동_발대식신청서

2. 이메일 발송방법
- 이메일제목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 6기] 활동신청지역_이름_희망씨앗서류 

제출합니다. 로 작성한 뒤 제출서류(2개) 첨부하여 발송 

☞ 예) [희망씨앗대학생봉사단 6기] 광주_홍길동_희망씨앗서류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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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 *가나다순

서울지역
연번 성함 학교 핸드폰 뒷자리

1 강성모 서울대학교 7053

2 강주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4915

3 고우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351
4 김경민 숭실대학교 4870
5 김단비 단국대학교 2149
6 김유진 중앙대학교 4165
7 박성희 이화여자대학교 7191
8 박예진 안양대학교 9356
9 박종현 동국대학교 3742
10 서신혁 국민대학교 8722
11 손성현 국민대학교 1309
12 신효리 성신여자대학교 5462
13 심채영 숙명여자대학교 1314
14 왕현철 경인교육대학교 6912
15 유시은 이화여자대학교 5137
16 유하림 중앙대학교 6675
17 정혜인 성신여자대학교 9671
18 최지은 숙명여자대학교 3573
19 허담 고려대학교 0345
20 허지윤 한양대학교 6613

인천지역
연번 성함 학교 핸드폰 뒷자리

1 김규태 인천대학교 9419

2 김연중 연세대학교 3634

3 서지혜 인천대학교 8725

4 윤상아 중앙대학교 8033

5 윤창우 인천대학교 2596

6 윤혜진 연세대학교 3041

7 이지선 인하대학교 3569

8 임대준 숭실대학교 2502

9 조혜영 이화여자대학교 0303

10 주세은 연세대학교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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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연번 성함 학교 핸드폰 뒷자리

1 고연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175

2 김도현 아주대학교 2822

3 김민수 협성대학교 2787

4 김예진 수원대학교 5493

5 모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0629

6 이상혁 명지대학교 0076

7 이한솔 협성대학교 1520

8 정영창 인하대학교 5142

9 최서윤 서울여자대학교 3451

10 한동민 아주대학교 2880

청주지역
연번 성함 학교 핸드폰 뒷자리

1 김다율 홍익대학교 0084

2 김성진 단국대학교 4009

3 박지은 충북대학교 2182

4 신용섭 충북보건과학대 5116

5 안현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0621

6 오현정 청주대학교 1608

7 이예림 충북대학교 4536

8 이우진 경북대학교 6146

9 이유경 경희대학교 6060

10 한민희 충북대학교 9052

대전지역
연번 성함 학교 핸드폰 뒷자리

1 김민수 충남대학교 3209

2 김소평 경찰대학 1847

3 김은애 충남대학교 7690

4 서준석 순천향대학교 3392

5 석예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7237

6 소정원 국립공주대학교 6041

7 엄송근 한서대학교 2322

8 유지수 건양대학교 6546

9 유채영 한남대학교 5236
10 이재열 대전대학교 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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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연번 성함 학교 핸드폰 뒷자리

1 김도웅 전남대학교 3466

2 김려 목포대학교 6002

3 박수현 조선대학교 5048

4 박채린 전남대학교 3663

5 오수진 조선대학교 9452

6 정수민 목포대학교 1194

7 진희종 전남대학교 5395

8 최광호 조선대학교 1661

9 하유영 전남대학교 0659

10 하지수 조선대학교 7439

전주지역
연번 성함 학교 핸드폰 뒷자리

1 강푸름 전북대학교 3393

2 김경선 원광대학교 4172

3 김아형 전북대학교 6970

4 김채현 군산대학교 3577

5 이주희 군산대학교 8113

6 임경록 국립 군산대학교 3403

7 임인각 전북대학교 7990

8 조혜진 전북대학교 0081

9 조홍영 군산대학교 7720

10 최지호 전북대학교 9323

대구지역
연번 성함 학교 핸드폰 뒷자리

1 강미정 계명문화대학교 3832

2 강미진 국립안동대학교 8062

3 김민혜 영남대학교 9622

4 김정수 경북대학교 4672

5 김종규 영남대학교 5781

6 김태혁 경북대학교 8096

7 김해은 경북대학교 8417

8 이예은 영남대학교 9956

9 정성수 영남대학교 0251

10 최보금 경북대학교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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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연번 성함 학교 핸드폰 뒷자리

1 강유정 창원대학교 6610

2 도원주 경상대학교 7570

3 박규남 부산대학교 7424

4 박지영 경성대학교 0302

5 안종한 인제대학교 5141

6 윤창배 동아대학교 7187

7 전다솔 동아대학교 2488

8 정용재 부경대학교 3382

9 정유진 인제대학교 2502

10 홍승표 동아대학교 3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