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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커리어다음(www.careerdaum.com)

직장인43% ‘미래가불안하다’
직장인들의 약 절반 가까이는‘미래에 한 불안’에 해 가장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취업정보사이트 커리어다음이 직장인 2,383명을 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약 43.85%인 1,045명이‘미래에 한 비전이 없다’는 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894

명이 응답한‘업무에 비해 적은 보수’로 나타났고, 인간관계에 해 불만을 가진 직장인도 12.46%에 달했다. 

한편, ‘현재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어실력과의 관계는’이라는 질문에 해서는 응답자의 65%가‘전혀 관계 없거나 거의 관계 없다’고

답해 실제 업무에서 어실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명 모집부문및인원 채용정보 마감일 문의

다음커뮤니케이션 로컬 다음 상품개발 경력 0 명 c,c++java 프로그래밍 가능자 12/13 김동일

mysql, 오라클 경험자 daum_recruit@

hanmail. net

(주)밴티지모바일 GSM/GPR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C/C++, MFC 및 윈도 애플리케이션 가능 12/17 김도연

신입 / 경력 0 명 어회화 가능한자 dnkim@

vantagemobile.com

안철수연구소 관리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0 명 {C, C++ 프로그래밍 고급 (해당 개발 경력3년 채용시 인사담당자

이상) MFC 중급 이상 (해당 개발 경험 2년 이상) resume@ahnlab.com

(주)에이아이 웹디자이너 경력 0 명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사용 필수 채용시 송청옥

네트워크 3D 계열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자 우 beyond0705@nate.com

하드 코딩 가능자 우

(주)토필드 H/W, S/W 연구원 디지털 제품 관련 H/W 및 S/W 경력자 채용시 인사담당자

경력 0명 전자업종 경력자 우 bjkim@topfield.co.kr

한국신용카드 프로그래머 신입 / 경력 0 명 UNIX, C/C++, PRO*C, ORACLE 12/11 양명석

결제(주) 미들웨어 기반 개발 경험 금융권 프로그램 개발 sosobf@koces.com

경험자

(주)커리어다음 웹사이트 개발 경력 1 명 ASP와 JSP 두가지 언어 모두 능숙 채용시 개발팀장

SQL 능숙자 jcpark@daumcorp.com

현 디지탈테크 (연구개발)S/W 개발 신입 / 경력 0 명 셋톱박스, HDTV 연구개발경험자 상시 경 지원실

VCD, DVD, KaraokePlayer 연구개발 경험자 jmcho@hdt.co.kr

(주)나디스 웹 개발자 경력 0 명 ASP 웹 개발 실무 1~2년 12/17 한지희

DB 가능자(Ms-SQL), DB 설계 및 튜닝 han@nahtis.com

(주)게임폰 웹디자이너 신입 / 경력 0 명 포토샵, 드림위버, 일러스트레이터 능숙자 상시 이주용

플래시, html 능숙자 recruit@gamepon.com

알지네임스 웹디자이너 경력 0 명 전문 졸 이상(디자인관련 학과 우 ) 12/12 장찬일

개인홈페이지 보유자 우 louis@r.co.kr

SK C&C(주) 연구개발(재사용 테크니컬 SW Java 및 C#,C++ 등 객체 지향 언어 지식 보유 채용시 채용담당자

컴포넌트의 설계/개발) 및 SW패키지 개발 경험자 joinsk@skcc.com

신입 / 경력 0 명 UML 및 RUP 등 객체 지향 SW 개발 지식 보유자

미래에 한 비전이 없다

43.85% (1,045명)

▲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가장 불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투표인원 : 2,383명)

적은 승진의 기회

3.65% (87명)

남녀 또는 개인의 차별

2.52% (60명)

업무에 비해 적은 보수

37.52% (894명)

동료 및 상사와의

인간관계

12.46% (297명)

전혀 관계 없다

38.74% (1,201명)

기본적인 어실력을

필요로 한다

23.81% (738명) 

어실력이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다

10.61% (329명)

거의 관계 없다

26.84% (832명)

▲ 현재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어실력과의 관계는?  

(투표인원 : 3,1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