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하는�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7기

[ 2019년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7기 서류합격자 공고 ]

2019년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하는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7기 

서류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합격자는 4월 20(토), 21(일) 진행되는 대면심사 일정을 참고해주

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4/18(목) 대표자 메일로 안내드리겠

습니다.

문의: (사)한국자원봉사문화 070-4699-5913, 070-4699-5911

합격자 명단 *가나다순

문의: (사)한국자원봉사문화 070-4699-5913, 070-4699-5911

◎문의처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국 장륜경, 김민주 070-4699-5913/070-4699-5911

[대면심사 일정]

1. 서울⦁수도권 1차 

- 시간 : 4/20(토) 13:30

- 장소 : 양재역 부근 (추후 세부공지)

2. 서울⦁수도권 2차 

- 시간 : 4/20(토) 17:00

- 장소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국 2층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길, 14-1 서초빌딩 2층)

3. 충청⦁전라권

- 시간 : 4/21(일) 12:00

- 장소 : 대전시 유성구자원봉사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9 유성구청 별관 3층)

         *전라권만 교통비 지급

4. 경상권 

- 시간 : 4/21(일) 13:00

-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4층)

※ 교통비는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전라권 지원)

※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료 및 세부 일정은 목요일 14시 까지 대표자 메일로 발송



� �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하는�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7기

연번
대표자 이름 
*가나다순

프로젝트 명
(구글 지원서 제출 시 넣은 프로젝트명)

1 김*민 미세먼지기(문지기)와 함께 미세한 변화를 
모아주세요: 미미변모

2 김*연 도깨비가  그린(GREEN) 지구

3 김*솜 내 나이가  어때서

4 김*영 노인소외해결,  너와 나의 연결 고리!

5 김*현 내 나이가  어때서

6 문*영 미세한 변화가 美世(미세)를 만듭니다.

7 박*래 미세먼지 어벤져스 육성 프로젝트

8 박*지 고그린 (go green)

9 박*원 매일 그대와

10 송*우 미세먼지를 막는 우리들의 그림

11 신*혜 지구방위대

12 신*철 Dr. 희망씨앗, 미세먼지를 부탁해!

13 안*현 TID(Teach for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

14 양*원 독거노인 삶 개선 프로젝트

15 이*명 Project Us

16 이*현 대학생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여가프로그램

17 이*화 민들레

18 이*희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멘토링 프로그램

19 이*엽 FRAME PROJECT 

20 이*글 꿈을 밤에만 꾸나? 눈뜨고 꿈을 꾸자!

21 정*연 미:래 세:대 먼:지 지:킴이

22 최*은 경제씨앗키움 프로젝트

23 최*희 담다: 사랑의 씨앗을 담다

24 한*주 SIA

25 허*희 혜담:슬기로운 이야기

[ 서류합격자 명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