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모집
서울 성전

의복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Your Talents,
His Work
Find you fit within
Church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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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및 임무:
의복실의 세탁 장비 운용한다.
의식복을 구입하여 적정한 재고를 유지, 관리한다.
회원들에게 잘 준비된 의식복을 지원하고 각 의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대형 세탁 장비를 운용하여 사용된 물품의 세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의 의복실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
유효한 성전 추천서 소지
대형세탁 장비, 수선 기능 유경험자 우대
세탁물 관리와 정리를 위해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고, 당기고, 미는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오랜 시간 다림질을 하며 서 있을 수 있어야 함.
1년에서 3년 사이의 세탁 업무 경험자 우대
간단한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채용조건:
고용형태 : 정규직
근무위치: 한국 서울
지원마감일: 2022년 8월 7일
근무시작일: 2022년 9월 1일 (조정가능)
지원서류: 이력서

지원방법:

• 지원서는 오른쪽 아래 QR코드를 통하거나 아래의 주소를 통해 제출해주십시오.
https://careersearch.churchofjesuschrist.org/Public/Search.aspx
• 개인정보는 채용 과정에서만 사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아람 자매에게 이메일 (bangar@churchofjesuschrist.org)
또는 02-2038-2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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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1. 교회 계정을 준비합니다.
• 무료로 교회 계정을 얻으려면 account.churchofjesuschrist.org에 접속하여“교회 계정 등록”을
클릭하십시오. 회원 기록 번호 (와드 서기에서 구할 수 있음)와 생년월일을 입력해야합니다..
2. 교회 고용 웹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https://careersearch.churchofjesuschrist.org/Public/Search.aspx
3. 채용 공고 ID “350906”, 를 넣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지원 가능한 포지션을 선택하고 "지금 지원"을 클릭하십시오.
• 다수의 포지션이 가능한 경우, 각 포지션마다 별도의 지원서가 필요합니다.

5.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I agree”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6. “Apply” 지원하기를 클릭하시고, 필수로 넣어야 하는 빈칸에 정보를 넣으신 후,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력서를 업로드 하십시오.

•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제출”을 클릭하여 지원서 제출을 완료하십시오.

7. 교회는 면접 후보자로 지정된 지원자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 이력서는 일반적으로 마감일이 지난 후에 검토됩니다.
• 교회는 마감일 이전에 지원자를 인터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닙니다.
8. 문의
• 문의 사항은 인적 자원부 방아람 자매에게 연락하십시오.
• Email: bangar@churchofjesuschrist.org
• Tel: +82-2-2038-2578

JOB OPENING
Clothing Clerks

Temple Department, Seoul Korea Temple

Your Talents,
His Work
Find you fit within
Church Employment

Responsibilities:
•
•
•
•
•

Operating laundry equipment.
Purchasing clothing and maintaining and managing inventory
Supporting members with well prepared clothing and necessary for ordinance
Operates large-scale laundry equipment to perform all works related to laundry of used clothing
Performing other assignment given by laundry.

Qualifications:

• Current Temple recommendation holder
• Experienced large-scale laundry equipment and sewing is preferred
• Must be able to perform physically demanding including bend, kneel, stoop, pull and push to manage laundry
work ; Must be able to stand long time to iron
• 1-3 years experience in laundry work is preferred
• Having simple communication skill in English

Conditions:
•
•
•
•
•

Job type : Regular Full- time
Location: Seoul Korea
Application Deadline: August. 7, 2022
Start date : September 1, 2022 (Negotiable)
Documents need to submit: Resume

How to apply:

• Please submit your resume from QR code right below or:
https://careersearch.churchofjesuschrist.org/Public/Search.aspx
• Your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used for the Church’s selection process.
•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Aram Bang (bangar@churchofjesuschrist.org)
02-2038-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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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Apply
1. Prepare your Church Account
• In order to obtain a Church Account free of charge, please access
account.churchofjesuschrist.org, and click “Register for a Church Account.” You will be
required to enter your membership record number (which can be obtained from your ward
clerk) and birth date.
2. Access the Church Employment Webpage
• https://careersearch.churchofjesuschrist.org/Public/Search.aspx
3. Enter the Job Posting ID of “350906” in the FIND JOBS box and click “

”

4. Select the applicable position from the search results, and click “Apply Now”
• When multiple positions are available, each position would require a separate application.

5. Enter your Email address and check ”I agree…” box then click “NEXT”

6. Click “Apply” and enter valid information into required fields and upload your resume to
submit your application

•

Complete your application by clicking “Submit” at the top right corner of the page.

1. We will contact the candidates once they have been shortlisted for the interviews
• The resumes will usually be reviewed after the deadline has lapsed.
• The Church will reserve the right to interview candidates prior to the deadline.
2. Inquiry
• For inquiries, please contact Aram Bang (Human Resources).
• Email: bangar@churchofjesuschrist.org
• Tel: +82-2-2038-2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