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안내 
                     (2018.06) 

 

일본 북도호쿠 이와테현 앗피고원에 위치한 종합 리조트

인 앗피 리조트에서 함께 일할 의욕적인 직원을 모집합니

다. 

 

앗피 리조트는 일본을 대표하는 파우더 성지 하치만타이

에 위치하고 있으며, 윈터시즌에는 282ha의 압도적인 겔

렌데 스케일과 극상의 설질을 자랑하는 스키장과 그린시

즌에는 해발 600m 고원에 위치한 골프장을 운영, 지난

해 여자 프로골프 선수건 대회를 개최하는 외에도 과거 

수차례 JLPGA 토너먼트가 열렸던 명문 골프장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또한 리조트 지역 내에는 자작나무 숲 노천 온천과 다양

한 종류의 레스토랑, 그리고 1일 7000명의 숙박객을 수

용할 수 있는 호텔 시설 등 사계절 종합 리조트 시설입니

다 

  
<앗피 리조트 호텔> 

<앗피 리조트 골프장>                         

 

     
<앗피 리조트 온천>                          <앗피 리조트 스키장> 

 



<<직원 모집>> 

 

1. 모집 기간 

2018년 8월31일까지 (이력서 수령 후 10일 이내 개별 면접 일자를 알려드립니다) 

2. 모집 인원 및 분야  

-한국 담당 직원 1명 (급여 월 20만엔부터~) *경력에 따라 협의  

(최종 확정 후 재류자격 취업 비자 신청, 비자 수령 후 1개월 이내 ) 

3. 지원 사항   

왕복 항공권/기숙사 (개인 부담금은 1개월 7000엔)/식권(1식 200엔)/보험 

 *현지 도항을 위한 항공권 제공 (항공 일정은 본사 확인 후 발권합니다)  

 *일본 현지 파견 전에 서울 내 앗피 한국사무소에서 1주일 간 사전 교육을 실시 합니다.  

 *사전 교육 기간 중의 식비 및 교통비는 제공 (10만원) 

 *보험 및 세금 관련은 일본 현지 법령에 따릅니다  

4. 자격 조건  

한국어, 일본어 능통할 것 대학 졸업 이상/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남녀  

리조트 및 서비스 관련 업무 경력자, 혹은 3개국 언어가 가능한 분 우대합니다  

5. 업무 내용   

앗피 리조트 한국 시장 관련 업무 (앗피 한국사무소와 연계된 업무/한국인 손님 관련 업무/통

번역)  

앗피 리조트 직원 근무 규정에 의거한 업무/그 외 관련 업무  

6.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이력서, 자기 소개서, 언어 및 기타 유관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첨부하여 앗피 한국사무소 이

메일(appikorea@appi.co.kr)로 제출 

본 업무는 재류자격을 취득해 일본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비자신청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재류자

격심사를 통과하여야 최종합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단기 파견 스텝 모집>  

 

2018년 12월 중순~2019년 3월 말까지 3개월 간 앗피 리조트 윈터 시즌 단기 파견 스텝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한 좋은 기회이니 밝고 의욕적인 분들 참여해 보세요.  

*업무내용: 앗피 한국사무소와 연계된 업무/한국인 손님 관련 업무/통번역 등 

*자격요건: 4년 대학졸업자(일본어 가능자) 

*모집 기간 2018년 8월31일/급여 월 15만엔/왕복 항공권/기숙사 숙박/식사 제공/해외여행자보험가입  

이력서, 자기 소개서, 언어 및 기타 유관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첨부하여 앗피 한국사무소 이메일

(appikorea@appi.co.kr)로 제출 

단기 파견 사원도 재류자격을 취득해 일본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비자신청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재류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최종합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앗피 리조트 한국어 사이트 http://www.appi.co.kr) 

 

http://www.app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