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교통 좋은 곳에서 진료실 직원 구인합니다.
혹시 대전에서 구직을 원하시는 선생님 있을까 해서 올립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서울예일치과입니다.
현재 원장1, 실장2(행정1, 사무1), 진료직원2 이렇게 있습니다.
:

전직원의 실장화가 목표입니다. (그 만큼 전직원의 실력이 모두 다 뛰어

납니다. 당연히 전직원 실장급여 지급하는게 목표입니다(말로만 전직원의 실장
화가 아닙니다.)
평균 근속연차는 2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한번 마음에 맞으면 오래 일하고 싶은 치과라고 자부합니다.
휴일은 금요일 빨간날은 다 쉽니다.
따로 연차는 없지만, 같이 쉬는 날이 많습니다.
휴가는 일주일 쉽니다.(다같이). 왠만한 징검다리 휴일 쉽니다.
그 외에도 봐서 그냥 하루 이틀 쉽니다.
추석, 설도 보통은 봐서 하루 더 붙여 쉽니다.
연차는 없기에 직원의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무급휴직은 마음대로입니다.
일주일씩 쉬다가 오는 직원도 있고 최고 3달 쉬고 온 직원도 있습니다.
진료는 원칙대로입니다. 원칙대로이다 보니까 다소 좀 업무가 힘든 면은 있습
니다.
원장 실력은 진료 전방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전부문에 교수급은 아니여도 왠만한 전문의 급은 한다고 자부합니다.)
주변에서 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이 옵니다.
임플란트가 단순 식립은 거의 없습니다. 초고난이도 어려운 수술 환자가 많습
니다.
잇몸뼈 다 녹은 완전 무치악 환자도 틀니로 깍두기 먹게 합니다.
치아교정 TMJ에 맞춘 미용시술이 아닌 정말 건강을 위한 치아교정을 합니다.
신경치료도 미세현미경으로 4-5관 찾아서 충전합니다.(기구파절도 의뢰되서 빼
줍니다.)
사랑니 5-10분이면 초완전 매복도 다 뽑습니다.
턱관절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스플린트 치료도 많이 합니다.

환자는 아무리 잘해줘도 진료의 완성도를 못 알아보지만, 직원은 알아본다는
진료의 모토입니다.
거래하는 기공소, 이미 나간 직원의 지인도 진료 해달라고 해서 옵니다.(당연
히 근무하는 직원의 지인도 다 옵니다. 진료의 완성도를 알기 때문이죠.)
모든 걸 한명의 원장이 하기 때문에 직원의 실력이 매우 좋습니다.
(큰 병원에는 과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경험해보기 힘드실 겁니다.)
주변에 정말 실력이 뛰어난 직원과 일한다는 것은 본인의 실력에도 좋고 정말
기분 좋은 일이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급여도 주변대비 항상 최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장부터 팀장, 막내까지 주변대비 높은 급여수준은 확실히 인정합니다.
급여에, 나이, 연차, 출신 일절 따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실력으로만 판단합니
다.
아무리 연차가 떨어져도 실력만 보여주면 급여는 한번에 30-50이상도 올려줍
니다.
: 오셔서 전 직원 2019-2020 일년 사이 급여를 얼마나 올려주었는지 직접 물
어봐도 됩니다. 전 직원 급여가 우리는 오픈 되어있습니다.
: 단 제가 지원하시는 분의 실력을 탐색해볼 3개월의 수습기간은 있습니다.

연락처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3(중앙로역 6번출구)
서울예일치과
전화번호 042-252-0077
:바빠서 전화를 못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바쁘시구나 하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장의 실력이 궁금하시면 유투브에 ‘김똘망TV’를 검색해 주세요 – 좀
예전 자료라 사실 지금 보기엔 좀 부끄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