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접수기간

신입 채용(2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IT 시스템 개발 ·관리 | 세무 ·회계 | 인사관리 | 해외영업 | 국내영업관리 | 제안설계 | 상품기획 | 마케팅 | 사인·그래픽 | UI·BX | R&D 제품디자인 | 
R&D Engineer | 생산관리 | 품질관리 | 총무관리 | 생산설비관리 | 시공기획 ·관리

일정 R&D 12월 23일 (월) 14:00 - 17:00 구매·제조 12월 26일 (목) 14:00 - 17:00 IT 12월 27일 (금) 1차_09:30-13:00, 2차_13:30-17:00(코딩페스티벌 포함)

위치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11 퍼시스그룹 본사 B1 311 HALL 홈페이지 fursysgroup.recruiter.co.kr



전형절차

기타사항
ㆍ최종합격 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직무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 홈페이지(ㄹfursysgroup.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외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등은 받지 않습니다.
ㆍ전형단계 별 추가 제출 서류는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합니다.
ㆍ입사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문의사항 :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
ㆍ본 채용은 퍼시스 및 퍼시스 관계사의 통합채용이며, 관계사 간 급여 및 복리후생의 차이는 없습니다.
ㆍ회사에서 오프라인 제출 요청한 서류 일체는 채용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시 반환가능하며, 그 이후 모든 채용 서류는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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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복리후생

모집직무
ㆍ신입 채용 모집 직무 : 

IT 시스템 개발·관리 | 세무·회계 | 인사관리 | 
해외영업 | 국내영업관리 | 제안설계 | 상품기획 | 마케팅 |  
사인·그래픽 | UI·BX |  
R&D 제품디자인 | R&D Engineer | 
생산관리 | 품질관리 | 총무관리 |  
생산설비관리 | 시공기획·관리 

공통자격요건
ㆍ�기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2020년 2월부터 인턴실습 근무 가능한 자(4주) 
ㆍ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지원서 접수기간
2019년 12월 17일(화) ~ 2020년 01월 03일(금) 23:5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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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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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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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면접

06

최종합격

05

3차면접

04

인턴실습
(4주, 2-3월예정)

모집요강

 b. blog.naver.com/mrslou    

 f. facebook.com/sloucomfort

 i. instagram.com/sloucomfort

www.slou.co.kr

슬로우   SLOW LIFE ON YOU

 b. blog.fursys.com

 f. facebook.com/fursys.official

 i. instagram.com/fursys.official

www.fursys.com

퍼시스   Office we love.

 b. blog.naver.com/iloom_blog   

 f. facebook.com/myiloom

 i. instagram.com/iloom_official

www.iloom.com

일룸   가구를 만듭니다.

 b. sidizchair.com

 f. facebook.com/sidizchair

 i. instagram.com/sidiz_official

www.sidiz.com

시디즈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b. blog.naver.com/alloso_blog

 f. facebook.com/allososofa

 i. instagram.com/alloso_official

www.alloso.co.kr

알로소   LOVE WHERE YOU LIVE. 

 b. blog.naver.com/desker

 f. facebook.com/deskerstory

 i. instagram.com/desker_official

www.desker.co.kr    

데스커   M O R E  T H A N  A  D E S 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