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톨릭평화방송 신입·경력사원 채용
“기쁜 소식, 밝은 세상” 종합매스컴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미디어 사도를 찾습니다
1. 모집분야
구분

신입

선발분야

모집인원

TV PD

○ 명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Radio PD

○ 명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기 자

○ 명

방송기술

○ 명

방송경영
(인사•기획)

○ 명

마케팅

○ 명

(수습)

업무 내용

직군별 우대사항(단, 경력직은 필수사항)

취재(신문•방송) 보도 및
기사 작성

▸콘텐츠 제작 경험 우대
▸기자 인턴 및 관련 경험 우대

제작기술, 기술기획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졸업 우대

네트워크시스템 관리

▸IT 및 네트워크 경험자 우대

인사 및 노무관리, 경영기획

▸관련학과 졸업 우대

광고협찬 기획 및 영업
※ 본사 매체(TV, R, 신문, 디지털, 옥외 전광판)
및 콘텐츠와 시너지를 내는 협찬과 광고 수주

▸협찬업무 유경험자 우대
▸경력 5년 이상

TV PD

○ 명

(정규직)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직접 기획 및 제작한 포트폴리오 제출
(공동제작인 경우 본인 역할과 비중 명시)

경력

▸경력 3년 이상

Radio PD

○ 명

(기간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직접 기획 및 제작한 포트폴리오 제출
(공동제작인 경우 본인 역할과 비중 명시)

2.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
구 분

자격요건 및 근무 조건
▸입사일(2022. 4. 1)부터 근무 가능자
▸해당 분야에 기본 소양을 갖춘 자 (학력 무관)
자격요건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톨릭에 이해가 있는 자

공통사항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입사지원서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입사가 취소 될 수 있음
기

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위로 합격시킬 수 있음
▸근무형태 : 최종합격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되어

신입(수습)

회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채용함
▸급여조건 : 회사 내규에 의함

근무조건

TV PD

▸채용형태 : 정규직으로 채용

(경력)

▸급여조건 : 회사 내규에 의함

Radio PD
(경력)

▸채용형태 :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입사일(22. 4. 1)~23. 3. 31(최대 2년까지 계약 가능)
▸급여조건 : 회사 내규에 의함

3. 제출서류

※ 관련 증빙자료를 스캔(PDF, 10MB 이하)하여, 지원서에 첨부

▸ 필수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소정양식) : 당사 홈페이지(www.cpbc.co.kr/공지사항)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A4용지 2매 이내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④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공인영어성적표 ※TOEIC, TOEFL, TEPS, IELTS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⑥ 경력증명서(경력직에 한함)
⑦ 직접 기획 및 제작한 포트폴리오 (경력직에 한함)
▸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제2외국어 어학 성적증명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② 한국어 공인인증 시험 성적증명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③ 영상물 제작 포트폴리오 (영상저작물,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④ 저널리즘 관련 공모전 수상 또는 인턴활동 등 증빙서류
⑤ 선발분야 관련 자격증
⑥ 국가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⑦ 교적사본 (천주교 신자인 경우)

4. 선발절차
구 분

1차 전형

2차 전형
필 기

신입(수습)

서류전형

(논술/교리/상식/직무/영어)
※필기과목 : 직군별 상이

경력

서류전형

-

※단계별 전형 세부방법은 별도 공지함.

5. 지원서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가. 제출기간 :

2022년 2월 8일(화) 23:59분

나. 제 출 처 :

recruit@cpbc.co.kr

다. 문

채용담당자 (02-2270-2223,5)

의 :

3차 전형
실무면접 및
업무능력평가

실무면접

4차 전형

임원면접

임원면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