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센터 비전화공방서울사업단 PM 채용공고
2018.01 비전화공방서울사업단

비전화공방서울은 전기와 화학물질, 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기쁨, 그 물건이 잘 쓰여 질 때의 보람, 손을 쓰고
몸을 움직이면서 기술을 익히는 즐거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관계, 풍요로운 일상과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 등’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하는 힘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비전화공방서울은 그러한 삶을 위한 기술, 생활, 비즈니스, 사회를 연결합니다. 자립하고 공생하
는 기술을 익히고, 먹거리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작은 일거리를 발명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동료들을 만나 자신이 바라는 행복한 삶을 실현합니다.
비전화공방서울은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제안하는 장을 함께 만들어나갈 동료를 찾습니
다. 열정과 역량을 가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비전화공방서울 홈페이지 noplug.kr

❚ 모집분야
◦ 모집인원: 건축, 대외협력, 경영지원 분야 각1인
◦ 모집분야
구분

분야

업무내용

지원자격

- 건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비전화제작자들과 함께 친환경적
건축

이고 생태적인 방식으로 집을 직접 짓는 건축훈련 진행할 사람

(1인)

: 스트로베일공법으로 비전화카페 짓기

경력3년차 이상
우대

: 패시브솔라하우스공법으로 비전화작업장 짓기 등
사업
활동
PM

대외협력

- 청년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찾아서 연결하고,
공방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며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낼 사람

&교류

: 청년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람, 자원연계

(1인)

경영지원
(1인)

경력3년차 이상
우대

: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대외협력 및 교류 등
- 일이 되게 하는 행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공간과 사람을
살피며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돌볼 사람
- 재무, 회계, 행정, 시설관리, 조직문화 등

경력3년차 이상
우대

❚ 채용조건
◦ 근무형태: 사업활동PM (계약일~2018.12.31.까지) 계약 종료 후 협의를 통해 19년 재계약 진행
◦ 근무조건: 주5일 오전10시-7시
◦ 급

여: 연봉3,000만원~3,500만원 (4대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경력에 따라 협의 후 조정가능

❚ 모집일정
◦ 서류접수기간: 2018년1월17일(수) – 2018년1월29일(월) 오후6시까지
◦ 1차 서류심사 발표: 2018년1월30일(화) 오후6시 비전화공방서울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2018년 1월31일(수) 시간은 서류심사 발표에서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2018년 2월2일(금) 오후6시 비전화공방서울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 지원방법
◦ 지원서류: 지원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 1) 이력서 2) 경험으로 쓰는 자기소개서 3) 지원 분야에서의 경력
- 4) 개인정보동의서
◦ 지원방법: 지원서류를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한 접수
- 이메일: noplugseoul@gmail.com
- 메일제목: PM지원서_OO분야_지원자이름

❚ 문의
◦ 비전화공방서울사업단 02-6365-6837
◦ 비전화공방서울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홈페이지 noplug.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