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입사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 클럽메드 홈페이지 내 국가대표 스키 G.O 선발전 페이지에서 ‘클럽메드 스키 G.O 지원하기’ 클릭 후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KSIA / ISIA 자격증이 없는 경우, 혹은 만 36개월 이상 강사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가요?
: 지원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키 G.O 직무 적합성을 고려해 스키 강사 경험이 필요합니다.
3.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발급 전이라도 지원 가능한가요?
: 네. 2019년 4분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기간에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4. 나이, 성별에 제한이 있나요?
: 나이 및 성별에 대한 제한 및 차별은 없으며, 스키 강습의 경험과 클럽메드를 향한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TOEIC 등 어학 성적 제출은 필수인가요?
: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어학 성적 제출 시 우대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6. 입사 지원서 제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지원 기간 동안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수정한 후 같은 방법을 다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7. 지원서 제출 후 반환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으로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채용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일괄 파기될 예정입니다.
8. 전화 인터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 1차 합격자에 한해, 서류 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략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9. 최종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 클럽메드 서울 사무소에서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개인의 포부와 클럽메드를 향한 애정, 스키 전문성에
관한 자신의 의지와 역량을 표현하실 수 있는 면접입니다.
10. 합격 여부는 이메일로 알려주시나요?
: 각 전형 단계마다 함격자에 한해 이메일 또는 유선상으로 연락 드립니다. 합격자 본인의 개인정보 기입 실수, 연락처
누락의 경우 합격 통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스키 G.O 근무 수료 후, 근무 성적 1위 G.O 선정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세계 유수의 스키 도메인에 위치한 클럽메드 스키 리조트 중 유럽 알프스에 위치한 리조트로 동반 1인과 함께 포상
휴가를 떠날 수 있는 항공권 및 ‘클럽메드 7박 숙박권’을 제공합니다.
12. 최종 합격 후 일정이 궁금합니다.
: 11월 중순 – 12월 초 (리조트, 비자 준비별 상이) 클럽메드로 떠나기 전까지
a) 워킹 홀리데이 또는 취업 비자 발급
b) 일본어 또는 중국어 회화 중 본인의 선호에 따라 수강
c) 클럽메드 서울 사무소에서 G.O 오리엔테이션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13. 최종 합격 후 클럽메드 홋카이도 토마무, 사호로, 야불리, 베이다후 중 근무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스키 강습 경력 및 언어 수강, 오리엔테이션 등 스키 G.O를 위한 트레이닝 전 과정에서 태도 및 성실성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반영해 개개인의 근무지를 선정합니다.
14.근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지만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 국가대표 스키 G.O는 클럽메드와 고객을 위해, 본인이 약속한 근무 기간을 반드시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키 G.O로 활동 중, 계약 근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시 클럽메드는 이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클럽메드 HR팀 (hr.korea@gmail.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