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5 호 “학생이『항상 편안하고 부족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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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도록 촘촘히』 돕겠습니다.”
2016년 삼성화재 채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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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시행장소:
참여대상:
모집부문:
교육특징:

2016.03.14.(월) PM 14:00
인재개발원 2층 JOB CAFE 강의실
16년도 취업대상자(16년 졸업자, 16년 8월 졸업자 및 17년 2월 졸업예정자)
공재/ 영업보상, 경영지원, 상품개발, 계리, 보험계약심사, 금융IT(총 00명)
2016년 삼성화재 공채부문 채용 설명과 함께 금융전반에 대한 취업 설명.

※ 자세한 사항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취업행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강소) 기업 채용정보

● 국제정책대학원 채용공고(~03/11)
- 행정, 연구 인턴 채용공고

● 경도양행(주)(~03/23)

- 연구인턴 석사, 행정인턴 학사 이상 취득자 우대

- 기타제조업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 대졸(4년) / 연봉 2,800만원 ~ 3,000만원

● 국토정보연구본부 채용공고(~03/14)

- 서울시 강남구 근무

- 위촉직(기간제) 채용

● ㈜맥사이언스(~03/27)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연구수행, 국제협력(UN, 유라시
아 등)관련 유경험자 우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전기, 전자, 제어
- 대졸(4년) / 연봉 2,600만원 ~ 2,800만원

● 한국교육개발원 채용공고(~03/14)

- 경기도 수원시 근무

-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방안 연구(Ⅲ) 지원 채용

● ㈜에이치비테크놀러지(~03/25)

- 자격요건 박사학위 소지자

- 반도체, 광학, LCD

- 학교폭력 연구 및 사업 관련 경력자 교육학, 심리학

- 대졸(4년) / 연봉 2,500만원 이상

전공 우대

- 충남 아산시 근무

취업프로그램

● 케이아이이시스템즈㈜(~03/31)
- 전기장비 제조업

● 이랜드그룹 단기 속성 채용 컨설팅

- 대졸(4년) / 연봉 3,300만원 이상

- 설명회내용: 채용 팀과의 모의면접, 채용정보 가이드 제
공, 약식적성검사 통한 진로상담, 자소서 첨삭
- 설명회일정

- 경기도 고양시 근무

일정
시간
장소
16.03.08(화) 10:00~17:00 전남대 백도중앙도서관
16.03.09(수) 10:00~17:00 충남대 취업지원회관
16.03.10(목) 10:00~17:00 건국대 학생회관
16.03.11(금) 13:00~15:00 연세대 공학원
16.03.12(토) 09:00~18:00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랜드그룹 블로그
(blog.eland.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화사(~04/01)
- 석유, 화학, 에너지
- 대졸(4년) / 연봉 2,600만원 ~ 2,800만원
- 경기도 안산시 근무

● (주)한림상사(~03/31)
- 섬유, 의류, 패션
- 대졸(4년) / 연봉 3,000만원
- 서울시 마포구 근무

문의 : 인재개발원(229-8977~8), 경력개발상담센터(229-8734~5, 8981~2)
※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