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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공익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을 채용

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 직종 및 인원 안내 및 시설 담당 행적직원 명

직종 인원 담당 업무 비고

안내
입사생 상담 및 민원 처리

각종 행사 지원
주당 시간

시설 시설관리 및 각종 행사 지원 주당 시간
안내파트타임 안내데스크 민원 처리 일 시간

근무지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행정실

※

근무시작 예정일 월 중순 이후

자격요건

프랑스 체류 및 노동이 가능한 자 노동 가능한 체류증 또는 노동

허가증 소지자 로 한국어 및 불어 능통자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컴퓨터 활용 한글 워드 엑셀 등 능력 

보유자 우대 영어구사자 우대 안내직

결격 사항 비자 및 범죄 경력 등으로 채용이 불가능한 자◦

채용시기 및 조건

계약기간 근무시작일로부터 까지 개월 수습기간 포함

급여 

풀타임 직원 월 유로 사회보장세 자분담 포함된 금액

파트 타임 직원 시간당 유로 사회보장세 자분담 포함된 금액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한국어 및 불문본 각 부 국문본 별첨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부 별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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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부 프랑스 체류증 혹은 프랑스 신분증 사본 부

기타 해당자에 한함 공인어학능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자격증 사본 또는 자신의 소개에 필요한 자료 등

서류 제출방법

제출 기한 까지 프랑스 현지시간 기준

제출처 이메일 로 제출

제목에 행정직원 안내 시설 파트타임 지원 본인 성명 명시 요망

선발방법 

차 서류전형 

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 이메일 또는 유선 예정

유의사항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만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 합격 후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 연락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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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Fondation Reconnue d'Utilité publique de la Maison de la Corée au sein de la 

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recrute. 

Nous vous invitons à nous adresser votre candidature, si votre profil vous parait 

pouvoir correspondre à nos attentes, et si le poste vous motive. 

1. Type d'emploi et nombre : 3 personnes, dont information et chargés de 

maintenance du bâtiment 

2. lieu de travail : Bureau de la Maison de la Corée au sein de 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9G Boulevard Jourdan 75014 Paris※ 

3. Date prévue pour l’entrée en poste : A partir de mi-décembre 2018

4. Prérequis pour pouvoir postuler sur le poste

-  Détenir un permis de travail ou tout autre document justifiant la possibilité de 

résider en France et pouvoir y travailler légalement

-  Avoir une expérience professionnelle sur un poste équivalent sera plus en faveur 

- Avoir une excellente aisance avec les moyens et outils informatiques et 

bureautiques, notamment Hangul, Word, Excel, etc.), avoir un bon niveau d’anglais 

sera plus en faveur

-  Disqualification : Ceux qui ne peuvent pas être embauché en raison d'un visa ou 

d'antécédents criminels

Fonction Nombre Mission Remarque Référence

Information/Réceptio

n 1

Traitement   des 

dossiers 

administratifs des 

résidents
35h/semaine Ref1ir

Préparation   des 

événements

Maintenance 1

Maintenance   des 

systèmes et 

préparation des 

événements

35h/semaine Ref2m

Réception   (Temps 

partiel) 1

Traitement   des 

dossiers 

administratifs des 

résidents

4h/jour Ref3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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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ditions d'emploi

5.1) Durée du contrat: CDD de la date de début de travail au 31 août 2019 (1 

mois de période d’essai incluse). 

  5.2) Salaire

   - Personnel à plein temps: 1 700 par mois (Brut, taxes de sécurité sociale € 

inclus)

   - Personnel à temps partiel: 15 euros par heure (Brut) 

6. Documents à soumettre par courrier électronique :

- CV et lettre de motivation (un exemplaire en coréen et non coréen, formulaire 

ci-joint en coréen)

- Fiche d’informations personnelles jointe, à compléter

- Copie du passeport

 - Copie de la carte de Résident, de la CNI Française, ou de tout autre document 

justifiant la possibilité de résider en France et pouvoir y travailler légalement

- Autres (uniquement pour les concernés): certificat de compétence linguistique 

certifié, certificat de carrière ou certificat d’emploi, copie du certificat ou autre 

matériel nécessaire pour vous présenter.

7. Comment postuler ?

La date limite pour adresser vos candidatures complètes est fixée au :

7 / 12 /2018 (Heure locale en France)

Les dossiers devront être envoyés, complets, par courrier électronique à : 

(direction@maisondelacoree.org)

Le courrier électronique aura obligatoirement pour objet : 

« Candidature [Référence du poste] : NOM Prénom (du candidat) »

Exemple :

A : direction@maisondelacoree.org

Obj : Candidature Ref2m GERARD Albert 

8. Méthode de sélection

- Premier examen du dossier envoyé par courrier électro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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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etien téléphonique puis entretien dans nos locaux

 Note : Une notification individuelle (e-mail ou filaire) ne sera donnée qu'aux 

personnes ayant réussi le processus de filtrage.

9. Important

 Le calendrier du recrutement pourra être modifié en fonction des circonstances et 

résultats. Après chaque étape de l'examen seuls les candidats retenus seront informés 

des suites du processus de recrutement.

Aucun document ne sera restitué. Tout document adressé devra être exact : toute 

information erronée pourra donner lieu à interruption du processus de recrutement, 

et, si l’information erronée est découverte après obtention du poste, celui-pourra être 

annulé.

L’ouverture de ces postes n’oblige pas au recrutement, notamment si aucune 

candidature n’est retenue à l’issue du processus, au regard des critères 

d’admissibilité.

Veillez à transmettre sans erreur vos différentes coordonnées, sans quoi nous ne 

pourrons pas vous contacter, et devrons sélectionner une autre candid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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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1>

인적사항1. 

지원 
기관 한국관 공익재단 사무국 지원직무 안내 시설 안내 파트타임/ / ( )

해당분야에 표시※ 

성  명                             
 국  적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

이메일
비상연락처( )

교육사항2. 

* 지원직무 관련 교육받은 경력을 기입해 주십시오.

학력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직무관련 주요내용

자격사항3. 

* 지원직무 관련 소지 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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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어학4. ( )

* 어학 한국어 프랑스어 또는 영어 관련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 . 

외국어 구사수준 어학시험점수 
여부 시험명/ 점수 또는 등급 취득일자

여타 경험 혹은 경력사항5. 

* 지원직무 관련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경험 경력□ □ 

경험 경력□ □ 

경험 경력□ □ 

경험 경력□ □ 

비고6. 

* 기타 본인의 소견이나 향후 계획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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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 2>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 안내․

한국관 공익재단 사무국은 행정직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

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행정직원 채용 심사 관련 자료 수집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   )

성명 : 서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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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 3>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지원직무 관련 본인의 소견 업무 각오 조직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자기개발 계획 등에, , , , ※ 

대한 본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