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엘스비어] Nursing Skills Video Operation Editor 모집

◆ 회사소개
Elsevier 는 과학자와 임상의가 새로운 해답을 찾고 인간의 지식을 재구성하며 가장 긴급한 인간의 위기에 맞서 극복하도록
돕는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입니다. 140 년 동안 Elsevier 는 과학 분야의 지식을 선별하고 검증하기 위해 세계의 다양한 연구
기관들과 협력해 왔으며, 오늘날 이러한 철저한 검증의 결과물들을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lsevier 는 전략적 연구 관리, R&D 수행, 임상적 결정 지원 및 전문 교육 분야에서 ScienceDirect, Scopus, SciVal,
ClinicalKey 및 Sherpath 와 같은 디지털 솔루션 및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The Lancet and Cell 등 2,500 개 이상의 디지털
저널과 39,000 권의 전자책, Gray's Anatomy 을 포함한 다수의 유명 출판물을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Elsevier 는 전문가 및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정보 기반 분석 및 의사 결정 도구를 제공하는 글로벌 공급 업체 RELX 의 계열사입니다.

◆ 모집분야명 (Nursing Skills Video Operation Editor)
담당업무
ㆍ

한국형 Nursing Skills 동영상 대본 작성

ㆍ

촬영시 필요 물품 목록 작성 및 준비

ㆍ

촬영시 배우들의 연기 감수 및 촬영팀과 전반적인 진행

ㆍ

촬영 이후 수정 및 마무리

ㆍ

기타 개발 중인 간호술기 내용 감수

자격요건
ㆍ

간호학사 필수, 석사 이상 선호 (논문 작성 경험자 선호)

ㆍ

2 년 이상 병원 간호사 실무 경력 (이력서에 실무경력 기재 요망)

ㆍ

간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자료 리서치 경험

ㆍ

미국스킬 원고를 바탕으로 guideline 에 맞게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ㆍ

관련 서적, 저널, 임상 가이드라인 자료 (관련 협회)를 서칭하여 술기 절차에 근거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

ㆍ

문장력과 교정 편집 능력

ㆍ

영어 어학능력 우대

◆ 근무형태 및 급여
근무형태
ㆍ

프리랜서

ㆍ

평일 하루 8 시간 기준, 월 최대 160 시간 근무

ㆍ

주 2-3 일 출근(촬영장 포함), 그 외 재택

급여

ㆍ

근무 시간에 따라 최대 300 만원/월 (세금포함)

◆ 전형절차
ㆍ

서류전형 > 면접 > 선발

ㆍ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ㆍ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 양식)

ㆍ

최종합격 후 이력서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접수방법 및 기간
ㆍ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ㆍ

서류 보내는 곳: korea-content@elsevier.com

ㆍ

담당자: 엘스비어코리아 콘텐츠팀

ㆍ

접수기간: ~ 채용시 (이메일 접수에 한함)

ㆍ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 유의사항
ㆍ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

이번 프로젝트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사 기밀에 해당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궁금하신 사항은 엘스비어코리아 콘텐츠팀(korea-content@elsevi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