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서 LIST
-

--- -

❍ 아래 List 중 지망부서를 선택하여 부서번호와 부서명을 인턴십 신청서에 기재하세요.
기관/부서명

분장업무

자격요건

근무지주소

인원

- 국제 컨퍼런스 초청자 연락(전화, 메일)
- 국제 컨퍼런스 영문서류 관리 등

- 한국어 의사소통, 독해 가능자
- 영어 회화, 작문 가능자
- MS WORD 사용가능자

서울시청 신청사 2층

1

(명)

1

갈등조정담당관

2-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 사업 지원
- 영어 통·번역 및 교정

- 한국어, 영어 능통자

서울시청 신청사 9층

1

2-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글로벌센터)

-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
- 사무보조
- 언어 번역

- 한국어 능통자
- 영어 또는 중국어 능통자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4층

2

3

교통정보과

- 견학방문 자료 정리

- 한국어 + 아랍어 또는 일본어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3층

1

- 서울시세무시스템 수출을 위한 환경
조사 및 번역

- 국적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 전공 : 세무, 행정학, 전자, 회계
전공자 우대
- 자격 : TOPIC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우대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2

- 민관협력 도시개발 제도 및 사례 조사·분석

- 한국어 & 영어 가능자(필수)
-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관련
분야(우대)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1

- 국외 광고물 사례 조사 및 광고물
관련 법규 검토

- 영어권 출신자 우대
- 도시계획이 우수한 국가 출신자
우대
- 광고물 관련 전공자 우대
- 한국어 능력 : 무관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2동 3층

1

4

세무과

5

공공개발센터

6

도시빛정책과

7-1

서울메트로
(충정로서비스센터
을지로입구역)

- 중국인 관광객 안내(지하철표 구매,
역사 주변 위치안내 등)

- 중국어, 한국어
(가산점 : 1.일본어 가능자,
2. 토요일 근무 가능자)

중구 을지로 지하42
(2호선 을지로입구역)

2

7-2

서울메트로
(동대문서비스센터
을지로4가역)

- 중국인 고객 안내

- 중국어 가능한 학생
(한국어 능력 필요함)

중구 을지로 지하178
(2호선 을지로4가역)

1

7-3

서울메트로
(동대문서비스센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2)역)

- 중국인 고객 안내

- 중국어 가능한 학생
(한국어 능력 필요함)

중구 을지로 지하279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
공원역)

1

7-4

서울메트로
(동대문서비스센터
왕십리역)

- 중국인 고객 안내

- 중국어 가능한 학생
(한국어 능력 필요함)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로 지하300
(2호선 왕십리역)

1

7-5

서울메트로
(교대서비스센터
고속터미널역)

- 통역 및 역사안내

- 영어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88
(고속터미널역)

1

기관/부서명
7-6

서울메트로
(한성대서비스센터
명동역)

8-1

SH공사
(기획경영본부
미래전략부)

8-2

SH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
개발기획부)

8-3

분장업무

자격요건

근무지주소

인원
(명)

- 외국인 통역 도우미

- 중국어 가능(고객응대)

중구 퇴계로 지하126
(4호선 명동역)

1

- 자국 주택정책 및 공공개발 관련 사례
조사

- 영어, 한국어 구사 능력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미래전략부
13층

1

-

일본내 공공개발 관련 자료수집
일본 공공기관과 연락
일본 법제도 조사 및분 석
일본내 청년주택 및 창업 정책 사례조사

- 한국어 및 일본어 구사 및 번역
능력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개발기획부

1

SH공사
(택지사업본부
토목기술부)

- 오금, 신내3, 강동 일반 산업단지 계획
업무 및 환경영향평가 업무

- 한국어 및 영어 구사 능력

강남구 개포로 621
택지사업본부
토목기술부 11층

2

9-1

서울산업진흥원
(글로벌센터)

- 센터방문자 안내
- 업무보조

- 한국어능력 3급이상
(영어권자 1, 중국어권자 1)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7층

2

9-2

서울산업진흥원
(여의도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 인큐베이션 오피스 기업관리 및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영어, 한국어 사용 가능자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ONE IFC 3층

1

9-3

서울산업진흥원
(동대문글로벌센터)

- 센터 홍보 및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 몽골, 러시아, 우즈벡 유학생
(한국어능력필요)

중구 마른내로 146
청인빌딩 7층

1

9-4

서울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 서울시 중소기업 보유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콘텐츠 구성 및 홍보자료
작성

- 중국어 및 한국어 가능자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13층

1

9-5

서울산업진흥원
(애니타운팀)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웨이보, 페이스북 등 SNS 운영)
- 고객서비스 지원

- 중국어 가능자 우대

중구 소파로 126

2

9-6

서울산업진흥원
(스타트업센터1(강남))

- 장년창업가 해외전시회 참가 사업 지원
- 기타 행정 업무

- 한국어 가능자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삼성동 171-1)
장년창업센터

1

10

서울시복지재단
(기획조정팀)

- 해외사회복지 동향 파악 및 정리,
소셜 미디어 관련 일

- 영어(한국어 사용가능),
홍보경험 선호(무경험도
상관없음)

종로구 송월길 52

1

11-1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 서울무용센터 웹진 "춤:in" 정보수집
및 업데이트, SNS홍보 등
-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사업진행 보조

-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2

11-2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 공공예술관련 해외동향 조사, 업무보조
- 영문번역, SNS 홍보 지원 등

- PC 사용가능자
- 영어, 한국어이중언어능통자(필수)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1

11-3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 국내외 입주작가 지원
- 사업(다빈치아이디어, 국제심포지엄)
진행 지원
- 금천예술공장 운영 지원 전반

- 한국어 및 영어능통자
- 문화예술관련 전공(미술사 외)
- 남자선호

금천구 범안로 15길 57

2

Recruiting Divisions(Depts.) LIST
No.

Divisions
(depts)

1

Conflict Management
Division

2-1

Job Description

Requirement

Office Location

Num
bers

International Conference
- Contact with foreign guest(tel, e-mail)
- Document management

- Fluent in English and Korean
- Available MS word program

2F, 110, Sejong-daero,
Jung-gu(Seoul City Hall)

1

Multiculturalism
Division

- Assist programs for international residents such
as international students
- Interpret, translate and proofreading

- Fluent in English and Korean

9F, 110, Sejong-daero,
Jung-gu(Seoul City Hall)

1

2-2

Multiculturalism
Division
(Seoul Global Center)

- Seoul Global Center website content editing
- Administrative support
- Language translation

- Fluent in Korean
- Fluent in English or Chinese

4F, Seoul Global Center
38 Jongro, Jongno-gu

2

3

Transportation
Information Center

- Organize trips to visit data

- Korean + Aramaic or japan

3F(underground), 110,
Sejong-daero,
Jung-gu(Seoul City Hall)

1

15, Deoksugung-gil,
Jung-gu

2

4

Tax Collection Division

- Activities involving research and translation
for exporting Seoul's tax system

- Must be SriLankan or Indonesian
natives
- Tax Accounting, Public Administration,
Computer Science mojors preferred,
but not required
- TOPIK Level 3 or above preferred,
but not required

5

Public Development
Center

- Analysis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and case of urban development

- Good command of english and
korean(written and verbal)
- Urban Planning, Architecture or Real
Estate related major(Preference)

11F, 110, Sejong-daero,
Jung-gu(Seoul City Hall)

1

6

City Light Policy
Department

- Overseas advertisements search and
advertisement-related regulations review

- One from an English-speaking country
- One from a well-city planned country
- One who's studied in an
advertisement-related major
- Korean proficiency : not required

15, Deoksugung-gil,
Jung-gu

1

7-1

Seoul metro
(Euljiro 1-ga Station,
Chungjeongno service
center)

- Chinese Tourist Information
(Ticketing, Exit Guiding)

- Chinese, Korean
(Extra Point : 1. Japanese
2. Capable of working Saturday)

Euljiro 1-ga station,
42 Euljiro 1-ga, Jung-Gu

2

7-2

Seoul metro
(Euljiro 4-ga Station,
Dongdaemoon Service
Center)

- Guide Chinese Guests

- Students who can speak Chinese
(Need to speak Korean as well)

Euljiro 4-ga Station,
178 Eulji-ro, Jung-gu

1

7-3

Seoul metro
(Dongdaemoon
History & Culture
Station(2),
Dongdaemoon Service
Center)

- Guide Chinese Guests

- Students who can speak Chinese
(Need to speak Korean as well)

Dongdaemoon History &
Culture Station(2),
279 Eulji-ro, Jung-gu

1

7-4

Seoul metro
(Wangsimni Station,
Dongdaemoon Service
Center)

- Guide Chinese Guests

- Students who can speak Chinese
(Need to speak Korean as well)

WangsimniStation,
300 Wangsimni-ro,
Haengdang-Dong
Seongdong-Gu

1

No.

Divisions
(depts)

7-5

Seoul metro
(Express Bus Terminnal
Station,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Service
Center)

7-6

Seoul metro
(Myeong-dong
station)

8-1

Job Description

Requirement

Office Location

Num
bers

- Interpretation and station information

- English

Express Bus
Terminnal Station,
188 Sinbanpro, Seocho-gu

1

- Interpreter

- Chinese available
(Customer information)

Myeong-dongstation,
B126, Toegye-ro, Jung-gu

1

SH Corporation
(Future Strategy
Team)

- Collecting data for a variety of urban
issues of his/her own country such as
housing policy and urban public development

- Fluent in English and Korean

Gaeporo 621,
Gangnam-gu

1

8-2

SH Corporation
(Development
Planning Division)

- Collecting data for a variety of urban
issues of Japan such as urban public
development
- Make contact with public corporations
of Japan
- Study and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of Japan
- Case study on examples of policy on
housing for young businessman and
start-up support

- Fluent Korean and Japanese
- Able to translate Japanese to
Korean

Gaeporo 621,
Gangnam-gu

1

8-3

SH Corporation
(Civil Engineering
Technical, Land
Business
Department)

- Land Development Planning
(Ogeum district, Sinnae3 district, Gangdong
Industrial complex)
-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 Able to communicate in Korean
and English

Gaeporo 621,
Gangnam-gu

2

9-1

Seoul Business
Agency
(Global Center)

- Reception,
- Business assistant

- TOPIK level3 or higher
(English speaking 1,
Chineses peaking 1)

7F, Seoul Global Center
38 Jongro, Jongno-gu

2

9-2

Seoul Business
Agency
(Yeouido Global
Business Center)

- Incubationi Office Management and
education programs assistance

- English, Korean speaker

3F, ONEIFC,
Gukjegeumyoong-ro 10,
Yeoungdeungpo-gu

1

9-3

Seoul Business
Agency
(Dongdaemun
Global Center)

- Support in center P.R., Communication
with foreign communities

- Students from Mongolia, Russia,
or Uzbekistan
- Fluency in Korean

7F, Chunginbuilding,
146, Mareunnae-ro
Jung-gu

1

9-4

Seoul Business
Agency
(Outlets Support
Team)

- Creating and managing web content &
PR for Korean SMEs to enter Chinese
market

- Chinese & Korean

13F, Seoul Business Agency
400 Worldcup Buk-ro
(1602 Sangam-dong),
Mapo-gu

1

9-5

Seoul Business
Agency
(Ani-town team)

- PR supprot
(Using SNS such as Weibo and Facebook)
- Customer service Support

- Fluent in Chinese

Seoul Animation Center
126, Sopa-ro, Jung-gu

2

9-6

Seoul Business
Agency
(SBA Start Up Center1)
- Senior Business Center -

- Helps Startup participatein overseas
exhibition by providing extensive support
- Administrative support

- Korean available

43, Bongeunsa-ro 114-gil,
Gangnam-gu

1

No.

Divisions
(depts)

Job Description

Requirement

10

Seoul Welfare
Foundation
(Planning &
Coordinating team)

- Conduct management of SNS for Seoul
Welfare Foundation and conduct Research
on social welfare issues, policies and
international tr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nferences of Social
Welfare. Other required work

- English Speaker or (Korean +
English) bilingual is welcomed,
Knowledge on SNS and internet
research ability, a Person with
PR experience is prefered (but
no experienced is acceptable)

52, Songwol-gil,
Jongno-gu

1

11-1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Dance Center)

- Maintain Seoul Dance Center's webzine
"Choom : in" : update, collecting information,
managing SNS etc.
- Assist operating Seoul Dance Center's Open
Call program

- Able to communicate in Korean

14, Myongji 2-gil,
Seodaemun-gu,

2

11-2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ocial Arts Center)

- Korean-English, English-Korean translation
- Social Media, Marketing Assistant
(Website, Social Media and Digital Channels)
- Prepares public art reports by collecting,
analyzing, and summarizing operational
data and trends.

- Computer : PC proficient, inclined
to Microsoft Office Suite
- Languages : Korean, English

517 Cheonggyecheonno,
Dongdaemun-gu

1

11-3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Art SpaceGeumcheon)

- Support artsts in residency
- Support Institution Businesses(Media Art Program,
International Symposium and etc.)
- Support administrative work of Seoul Art
Space Geumcheon

- Fluent both in English and Korean
- Major related to Arts and Culture
(e.g. Art History)
- Perfer Male Staff

57, Beoman-ro 15-gil,
Geumcheon-gu

2

Office Location

Num
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