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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모집공고
§

CSSE와 NCSE에서 건축구조의 미래를 함께 할 유능한 경력/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

CSSE는 1989년설립 31년차로 대공간 구조설계 및 초고층 구조설계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구조설계 엔지니어 집단입니다. 2013년 CSSE-International 이라는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외
에서 활발하게 건축구조분야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NCSE는 ㈜CS구조엔지니어링에서 18년 경력을 바탕으로 변화된 산업구조에 새로운 구조엔지니어
링사의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2019.05월에 분사한 구조설계사이며, 독립경영체계를 갖춘 회사입니
다. “내진성능평가/성능기반설계” 분야 전문회사로 발돋움하였으며, 일반건축구조설계를 비롯하여
고층구조설계 및 특수설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나가고 있습니다.

n

CSSE 모집대상 ** 서류 접수 시 1지망, 2지망에 CSSE 혹시 NCSE 표기 필수
- 경력 (0명) : 3년 이상의 건축구조설계 경력자
- 신입 (0명) : 건축학과졸업 (졸업예정자) 또는 석사졸업 (건축구조 전공)

n

NCSE 모집대상 ** 서류 접수 시 1지망, 2지망에 CSSE 혹시 NCSE 표기 필수
- 경력 (0명) : 3년 이상의 건축구조설계 경력자
- 신입(0명) : 건축학과졸업자 및 석사학위 우대
* 비고 :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 가입 가능

n 근무부서 :

구조설계사업부

n 급여복지 :

내부규정에 따름

n 제출서류 :

필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 대학교 및 대학원(해당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경력자 : 수행 프로젝트 및 역할 상세히 기술
선택 - 자격증, TOEIC 성적 등 객관적인 모든 자료

n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우편, 방문접수

n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4 유니북스사옥 8층
Tel: 02)3497-7829 Fax: 02)577-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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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접수마감 : 2021년 01월 22일 (금요일) 오후6시까지
n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심사 +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n 채 용 일 : 협의 후 결정
n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1. 한글 / MS word를 사용하여 A4 4매 이상 상세히 기록
2. 성명, 학력 및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표기
3. 구조설계를 선택한 이유 및 포부
건축구조에 관한 방법지 (자신만의 knowhow)
컴퓨터, 영어 등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자료 및 소개

대표이사/건축구조기술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