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원 교육프로그램개발팀 신입인턴 모집공고
1 미래전략연구원 교육프로그램 개발팀은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서원 설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변화는 두려운
위기이지만, 준비한 자에게 그것은 오직 가슴 뛰는 기회일 것입니다. 서원 교육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미래
를 준비하며 새 역사의 꿈을 함께 만들어 갈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연구원 교육프로그램 개발팀에서 하는 일은 리더십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차별화된 인재 교육프로그램을 통
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인재와 함께 하는 서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 미래전략연구원 교육프로그램 개발팀은
동서양문명, 정보화, 지속가능성, 중국의 변화 등 이 시대의 주요 변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모집 부문
모집 부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담당업무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모집인원
0명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자
료 조사

지원 자격
①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6학기 이상 수료자
② 해외여행 및 출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 학문의 융합에 관심이 많은 자, 세상의 변화에 관심 있는 자, 미래 주역의 포부가 있는 자
④ 우대 : 영어, 중국어 어학 우수자

전형 절차 및 일정
① 온라인 서류전형 : 2015.01.08(목)- 2015.01.15(목)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01.19(월)
③ 1차 면접 : 2015.01.21(수)-2015.01.23(금)
④ 1차 합격자 발표 : 2015.01.26(월)
⑤ 최종 면접 : 2015.01.28(수)
⑥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01.30(금)
* 서류 및 면접 합격자 발표  개별 연락

근무 환경 및 복리 후생
근무기간 : 2015.02.01  2015.07.31 (6개월)
* 6개월 인턴 수료 후, 심사를 거쳐 고용 전환 가능
급여 : 월 160만 원
근무지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창덕궁 부근)
휴무 및 휴가 : 주5일(07:00-16:00), 연차, 월차, 보건휴가, 경조사 휴가
기타 : 4대 보험 가입(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제출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 e-mail,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커리어넷 홈페이지
e-mail : sohainst15@gmail.com
인크루트 : http://job.incruit.com/jobdb_info/jobpost.asp?job=1501050008119
사람인 : http://www.saramin.co.kr/zf_user/recruit/recruit-view/idx/21662135
잡코리아 :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12333264?Oem_Code=C1
제출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능력 증명서, 자개소개서(이력 사항 포함, 자유 양식, 개인 연락처 필
수 기재)
* 6학기 수료 재학생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대신 재학증명서 제출가능. 허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미래전략연구원 교육프로그램 개발팀
02-745-9745 (담당자 : 유낙연)
sohainst1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