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업체명

이랜드건설

채용 홈페이지

https://www.elandscout.com/

홈페이지

http://elandconst.co.kr/

대표자명

김일규/박원일/윤성대

근로자수

약 200명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자번호

진행 중입니다)
105-86-17343

업체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비동 308호(영덕동)
기업 소개
이랜드건설은 이랜드그룹의 새로운 성장엔진, 핵심사업부 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 2.6조 규모이며, 청년주택사업을 중심으로 2018년 이후 매년 2배 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가 된다는 비전으로 도전/성장 중인 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조직 리빌딩을 시작해 우수한 인재들을 대규모로 채용 중이며,
자체적으로 시행→설계-→시공/소싱/마케팅/자산관리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랜드 건설은 고객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 관계없이 팀으로 일하는 수평적인 문화와 신입 때부터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부여등, 젊음
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설사입니다.
1대1멘토링, 후계자양성교육 등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과 술, 회식, 로비라는 건설업 3대 악습 제로라는 젊
고 깨끗한 사내 문화와 청년주거문제 해결이라는 비전으로 2030이 다니기 좋은 건설사입니다.
채용방식 안내
모집 직무

건축공사, 기계설비, 전

모집 인원

기설비

약 10 명
(타 대학과 경쟁)

업무
사업수행 – 시공/견적/품질/공정 관리
사업지원 – 예산/협력업체/인허가 관리
자격 요건

*지원 직무관련 전공

우대사항

모집 직무 관련 기사 자격증

전형 절차

서류제출(내부선발) – 직무적

*총 학점 3.0 이상,
*기졸업자 및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모집 기간

6.20-7.3

성검사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합격
채용 형태

정규직

근무지

전국 현장 근무

인센티브

내부선발대상자 전원 서

근무조건

류 합격

연봉-수당포함 5,000만원 이
상
근무시간-6:50-18:00

복리후생
패션 브랜드 임직원 할인, 자사 복지몰 포인트 지급, 자사 식당 임직원 할인, 켄싱턴 호텔 내 식음 50%
할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알선, 저금리 대출 지원, 호텔&리조트 90% 할인 쿠폰 지급, 경조사 및 육아휴
직 제도, 이랜드클리닉 임직원 할인, 건강검진 실시, 해외 호텔 임직원 프로모션, 이월드 연간회원권 할인,
전자책 무료 구독, 언어수강 강좌 지원
지원방법
그룹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한 뒤 제출 서류 PDF 파일로 학교에 전송
연락처
담당자

조정훈

전화번호

010-8350-8464

근무부서

인사팀

E-mail

CHO_JEONGHUN@eland.co.kr

기타사항
1. 홈페이지는 현재 리뉴얼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홈페이지가 오픈하면 URL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입사 지원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모집 기간이 되면, 추천채용 희망자들만 접속하여 지원할 수 있
는 히든 링크를 송부 드리겠습니다.
THE ELAND GROUP RECRUIT (elandscout.com)
3. 기타 문의 내용 있으시면, 이 메일이나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채용공고 또한 첨부 드렸습니다. 채용공고 최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은 향후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개시
하실 때 링크 연결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