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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문의사항 기업소개

2022년�ktMOS북부�신입사원�채용

모집부문
ㆍ고용형태 : 정규직 (신입/경력)

구분 분야 모집 인원 수행업무 및 자격요건

신입
통신장비

운용관리
00명

[수행업무]

ㆍ유/무선 통신장비 운용, 품질 개선 및 장비 구축 등

ㆍ유/무선 네트워크 관제, 감시

ㆍ고객VOC 분석 및 관리 대응

ㆍ무선국 검사 및 관리 등

ㆍ기지국, 중계기, WiFi , L2 Switch등 운용관리

[자격요건]

ㆍ운전면허 보유자 (운전 능숙자, 경력증명서 추후 제출)

   - 반드시 자격 사항란에 운전면허 관련사항 기재 

채용공고�/�

입사지원

지원�확인�/�

수정

공지사항�/�

FAQ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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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남성 지원자 해당)

ㆍ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신체 및 정신이 건강하고,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ㆍ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보유자

ㆍ유/무선 통신장비 운용/구축 경험자

ㆍ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관련 법규에 따라 우대)

신입/

경력

전원설비

운용관리
00명

[수행업무]

ㆍ전원 설비 운용 및 유지보수 등

ㆍ전기 안전 관리 등

[자격요건]

ㆍ전기 기사(취득일 2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전기 산업기사(취득일 4년 이상 경과자) 보유자

ㆍ운전면허 보유자 (운전 능숙자, 경력증명서 추후 제출)

   - 반드시 자격 사항란에 운전면허 관련사항 기재 

ㆍ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남성 지원자 해당)

ㆍ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신체 및 정신이 건강하고,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ㆍ전원 설비 운용 및 유지보수 경험자

   (㈜케이티, 그룹사 및 출자사 포함 유관사업 파트너사의 근무경력 우대)

ㆍ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관련 법규에 따라 우대)

근무지
※ 근무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강원도

지역 지역본부 지 사

수도권

강북 서울 한강 이북, 일산, 파주, 의정부, 남양주 등

강남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구로구, 강서구 등

강서 서울 강동구, 인천, 수원, 분당, 판교, 이천, 평택 등

강원도 강원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삼척

급여 및 복지
ㆍ급여 

   - 신입 : 약 3,320만원 

   - 경력 : 회사 보수규정에 의함 (경력직 면접 후 결정)

      · 경력직은 입사지원서에 희망연봉 필수 기재

ㆍ복지후생

   - 선택적 복지 : 재직중인 직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100만원/년)

   - 기념품 :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및 대학교 

   - 경조휴가 및 경조금 : 결혼, 회갑/칠순/팔순, 출산, 사망, 재난 구호금 등

   - 상조지원 : 상조지원 서비스(용품, 조화, 인력도우미)

   - 단체상해보험 : 단체/실손 보험 가입(직원/배우자) 최대 1억

   - 건강검진 : 임직원 및 배우자

   - 콘도 및 하계직원 휴양소 운영

   - 장기근속자 포상 : 10년(50만원), 20년(100만원) 격려금 및 포상휴가

   - 체육(문화)활동 지원 : 상/하반기 체육(문화)행사

   - 동호회 지원 : 사내동호회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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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복지급 : 단체복 제공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
ㆍ지원방법 : http://ktmos.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면접합격 후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최종합격 후 :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출

ㆍ접수기간 : 2022년 10월 17일(월) ~ 2022년12월31일(토) (채용 시 마감)

   ※ 수시면접 : 입사지원서 서류접수 후 개별 연락

전형절차

기타사항
ㆍ채용전형 단계별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추후 일정 안내

ㆍ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사 취소 및 향후 채용 지원 불가

문의처
ㆍ경영지원팀 박범진 대리 (02-703-5751 / 010-2917-8849 / recruit@ktmos.com)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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