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해안건축
신입사원 공개채용
자연, 사람,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특별한 장소를 만드는 소명(Mission) 아래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세계 최고의 건축 그룹을 지향하는 해안건축에서 내일의 또 다른 세상을 펼쳐갈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건축설계

2) 1차 합격자 발표 						
2017년 6월 26일(월) 18시 개별통보
3) 인성검사 						

모집인원
00명

응시자격
1) 건축학 전공자로서 2017년 8월 학위(학사 또는 석사)
취득 예정자 및 기 취득자
(단, 2018년 2월 학위 취득 예정자 지원불가)
2)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원활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우대

전형일정
1) 원서접수				
① 기간							
2017년 5월 29일(월) ~ 6월 9일(금) 오후 5시 마감		
(입사지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必)
② 당사 입사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접수			
(모든 제출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첨부)		
※ 마감 당일에는 많은 지원자의 동시 접속으로 인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니, 조기 지원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화) ~ 6월 28일(수)				
1차 합격자 限 개별 메일 안내
4) 2차 실기 및 면접전형					
① 일시 : 2017년 7월 1일(토) 오전 8시				
②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면접 진행 안내			
※ 실기 및 면접전형 준비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이며, 시험주제는 전형 당일
공지 예정

5) 합격 예정자 발표						
2017년 7월 5일(수) 개별통보				
(합격예정자 限 건강검진 실시 안내 예정)

[포트폴리오 제출기준]
·본인이 직접 창작한 건축 작품 및 예술 활동(미술·스케치·사진 등)을
통한 작품들로 건축적 발전과정을 자유롭게 구성
·단독 또는 공동작품 여부를 우측상단에 반드시 표기하며,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본인 역할을 상세히 기재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공모전 등 참여 작품이 많은 경우 대표작 위주로
요약 (편집하여 PDF 파일로 제출)
·PDF파일은 A4 Size 20page 이하로 자유롭게 구성하며 해상도
150dpi 이상, 파일크기 20mb 이하로 함 (규격준수 必)
·1차 합격자는 2차 전형 당일 A4 size의 책자형태로 별도 제출합니다.
(페이지 수 자유)
※ 포트폴리오의 구성 또는 그 내용이 타 지원자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 모두 전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제
작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기타사항

1) 포트폴리오 (제출기준 참조)

1)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서류제출시 우대합니다.

2) 성적증명서 (대학원 대학교 포함/편입의 경우 편입이전 학교 포함)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4) 공모전 수상증빙 및 공인 외국어 성적, 자격 등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문의처
인사팀 (02.2150.4676/02.3438.2275), 질의회신 (hr@haeah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