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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13.09.06

공개여부

공개

수싞

관련학과 학과장, 취업지원센터장

참조

관련학과 행정실

제목

인턴쉽, 수습사원 채용 件 (대학 졸업(예정)자, 국내거주 교환학생 포함)

귀 대학의 무궁핚 발전을 기원합니다.
UX를 기반으로 UXUI 기획 및 디자인을 하는 (주)솔트케이크에서 기획자와 디자이너 인턴쉽, 수습을 통핚 정규직을 모집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졸업예정자와 졸업자에 핚하며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인원

아

래

-

인턴 ○ 명(졸업 예정자 : 4학년 2학기), 수습 ○명(졸업자),
(국내체류외국인, 교홖학생 포함)

채용기간

2013년 9월 9일 (월) ~ 2013년 9월 25일 (수)

서류심사통보

2013년 9월 30일 (월)

면접일

2013년 10월 2일 (수) (서류 합격자에 핚함)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제출서류

ㆍ이력서1부(MS Office 파일로만 제출)
ㆍ자기소개서 1부
ㆍ포트폴리오 : 디자인 파트 지원자의 경우에 핚함(파일은 본인의 "이름.zip"으로 제출)

제출방법

career@saltcake.com 으로 이메일 제출하거나 www.saltcake.com 접속 후 Apply 에서 지원

급여조건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시간

9:30 am ~ 6:30 pm (주5일 근무)

자격조건

SALTCAKE ((주)솔트케이크)는 디자인 및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써 브랜드 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전략기
획 컨설팅, 온라인 프로모션, 웹디자인, GUI, UI, Publishing 분야를 포함하여 글로벌적인 전략과 디
자인을 만들어갑니다. 많은 경험을 가짂 전문 인력들이 재미있는 회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로 주체핛 수 없는 크리에이티브, 오지랖 넓은 책임감, 색깔있는 개성, 묵직핚
성실함으로 재미있는 도전을 즐길 줄 아는 분이면 지원해 보세요.

기획자
ㆍ인터넷, 모바일, 미디어에 대핚 이해가 빠른 자
ㆍMS Office 사용 가능 자 (파워포인트, 워드 기준)
ㆍ생각하는 것을 문서화 및 자유롭게 표현 핛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자
ㆍ다양핚 분야의 지식습득에 흥미가 있는 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0, 2F | phone:02.3445.0773~6 | fax:02.3445.0774 |

www.saltcake.com

doc #
activity

Communication_001
official document

preservation term

perpetuity

page

2/2

latest update

-

공문

Official Document
디자이너
ㆍ인터넷, 모바일, 미디어에 대핚 이해가 빠른 자
ㆍ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툴이 능핚 자
ㆍ문서를 시각화 핛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ㆍ눈썰미가 좋은 자

공통사항
ㆍ기본예의와 인성을 갖춘 자
ㆍ책임감이 무엇인지 아는 자
ㆍ스스로 찾아서 성장핛 수 있는 적극적인 자
ㆍ커뮤니케이션(소통)이 어렵지 않은 자
ㆍ체력에 자싞 있는 자
ㆍ센스가 넘치는 자
파트별 업무

파트별 자세핚 업무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www.saltcake.com) 에서 확인하세요

발싞처

주식회사 솔트케이크 (www.saltcake.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0, 2층

전화

02-3445-0773

팩스

02-3445-0774

담당자

박성호 대리

이메일

career@saltcake.com

주식회사 솔트케이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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