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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민체력100 목포체력인증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알림

작성일 2020.01.14 15:04 등록자 조은샘 조회수 885

 2020년 목포체력인증센터 운영요원 채용공고문.hwp 242 hit/ 38.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첨부]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h… 163 hit/ 37.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시민들에게 과학적 체력측정과 체계적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100 목포체력인증센터'에서 
근무할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1. 1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이사장
-----------------------------------------------------------------------------------------------------------------------

◇ 근 무 지 : 목포국제축구센터 내 체력인증센터
◇ 계약기간 : 2020. 2. 1일부터 2020. 12. 31일까지(11개월)
◇ 채용인원 : 건강운동관리사 2명, 체력측정사 2명
◇ 직무내용 : 체력측정 및 체력증진교실 지원, 측정 고객 데이터관리 및 분석 등
◇ 근무시간 : 09:00~18:00, 주5일근무 원칙(업무특성상 탄력적 운영 가능)
◇ 보 수 : 건강운동관리사 1일당(8시간기준) 113,000원(중식비 포함)
체력측정사 1일당(8시간기준) 72,000원(중식비 포함)
- 4대보험 의무가입,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주휴수당 지급(1개월 만근시 월차휴가 부여)
◇응시자격 
- 건강운동관리사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문화체육관광부)
- 체력측정사 : 1급, 2급 생활(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문화체육관광부)
※ (구) 2급,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모집공고 : 2020. 1. 14.(화) ~ 2019. 1. 23.(목), 10일간
◇ 원서접수 : 2020. 1. 20.(월) ~ 2019. 1. 23.(목) 18:00까지
- 방문 접수만 가능 : 목포시 내화마을길 89, 목포국제축구센터 3층 운영사무실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기록), 최종학력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1통,
경력증명서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1차 전형 서류심사 발표: 2020. 1. 28.(화) 15:00이후,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전형(면접) 일정: 2020. 1. 30.(목) 14:00
※ 1차전형 합격자에 한해 2020. 1. 28.(화) 15:00이후 면접장소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 31.(금) 17:00이후, 홈페이지(http://mifc.co.kr) 공고 및 합격자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전형일, 장소 등 변경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문의사항 : 목포국제축구센터 ☎ 061-274-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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