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요건
모집부문

직무

자격요건

솔루션 영업

고객의 어플리케이션(머신비전 시스템)을

[자격요건]

(경력)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품 상담,

ㆍ전공 : 전기공학

시스템 구성 컨설팅,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자공학
기계공학

ㆍ제품군의 기술적 전문가로서 신규분야 사업 개발
및 제안 영업
ㆍ객관적인 정보와 전문성 기반의 고객상담
ㆍ시스템 구성에 대한 제안서 작성 및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ㆍ학력 : 학사

프레젠테이션(가치제안)
ㆍ시장 분석 및 기술동향(제품 트렌드) 조사

[필요 지식/기술]

ㆍ고객 피드백 수렴 및 니즈 파악

ㆍ기술영업 경험(5년 이상 경력)

ㆍ납기 일정 조율

ㆍ제품 핵심 지식 및 기술 학습력

ㆍ포텐셜 파악을 통한 판매계획 수립

ㆍ고객관계관리
ㆍ정보수집능력(고객 및 경쟁사)
ㆍ토익 850점/토익스피킹 LV7

[우대사항]
ㆍ다양한 직무와의 협업 경험자
ㆍ신규 사업개발, 신규 고객개발 경험자
ㆍ시장/산업 분석 능력
어플리케이션

고객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고객상담 및

[자격요건]

엔지니어

제품에 대한 데모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ㆍ전공 : 전기공학

(경력)

파악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는 솔루션 개발에

전자공학

기여하고, 고객의 기술 이슈 대응 및 문제 해결을

전파공학

통해 고객신뢰를 향상시킵니다.

전산
컴퓨터공학

ㆍ고객 상담 및 고객 가치 기반의 솔루션 제안
ㆍ기술 동향(제품/기술 트랜드) 조사

기계공학
ㆍ학력 : 학사/석사

ㆍ고객 피드백 수렴 및 니즈파악
ㆍ고객 기술 이슈 대응 및 피드백 수렴

[필요 지식/기술]
ㆍ장비/전기/전자 업체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경험(5년 이상 경력)
ㆍ제품 핵심 지식 및 기술 학습력
ㆍ사용자 중심의 문서작성 능력
ㆍ커뮤니케이션 능력(고객 및 동료)
ㆍ토익850점/토익스피킹 LV7

[우대사항]
ㆍ장비 기술지원 및 협력사, 고객, 엔드유저와

직접 소통하며 프로젝트 관리 유경험자
ㆍ비즈니스 영어 소통 가능자
ㆍC++ 개발 가능자
ㆍ마케팅 관련 기본지식 보유자
보드S/W

영상처리 frame grabber 및 라이브러리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며, 고객 지 [자격요건]

엔지니어

원 및 고객 교육을 수행합니다.

(신입)

ㆍ전공 : 전기공학
전자공학

ㆍS DK 개발 및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전산

ㆍ고객 요구사항 분석 및 대응

물리

ㆍ고객 제공 매뉴얼 제작 및 배포

ㆍ학력 : 학사

[필요 지식/기술]
ㆍSW프로그래밍(Java,C#,C++)
ㆍ영상처리 응용프로그램 개발 지식
ㆍ토익850점/토익스피킹 LV7

[우대사항]
ㆍ영상처리 부전공자 및 과목 수강자
ㆍGPU cuda 중급 이상 사용자
경영인사기획/채용

경영전략과 연계된 HR전략 수립과 역량 중심의

[자격요건]

(경력)

HR제도 운용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ㆍ전공 : 경영학

Great Place to Work를 실현합니다.

교육학
심리학

ㆍ인사제도 기획 및 운영 관리

사회학

ㆍ인재 채용

인사조직

ㆍ성과관리

인적자원개발

ㆍ인사평가 및 보상 관리

ㆍ학력 : 학사/석사

ㆍ기업문화 구축
[필요 지식/기술]
ㆍ인사제도기획/운영 또는 인사컨설팅
(HRM, HRD) 경험(5년 이상 경력)

[우대사항]
ㆍ심리학, 사회학, 철학, 역사학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
ㆍ새로운 Paradigm의 경영/인사를 구현해
내고자 하는 과업에 열정이 있으신 분
광학모듈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여 머신비전 시스템의

[자격요건]

R&D 엔지니어

검출력을 높이기 위한 영상의 수준을 정의하고,

ㆍ전공 : 물리학

(경력)

이에 맞춰 다양한 이미징 기법과 광학모듈, 그리고
각종 광학제품의 개발업무를 수행합니다.

광학
ㆍ학력 : 석사/박사

ㆍ고객 요구사항 분석 및 대응

[필요 지식/기술]

ㆍ광학 제품 설계

ㆍ체계적인 HW R&D (QA 포함)에 대한

ㆍ개발 프로젝트 관리

지식과 경험 (7년 이상 경력)
ㆍ물리 및 광학에 대한 지식
ㆍ기술해결능력
ㆍ프로젝트 관리 능력
ㆍ영어 가능자

[우대사항]
ㆍMatlab, Zemax, labview 중급 이상
활용 가능자
ㆍ화상처리 부전공자 및 과목 수강자
ㆍ광학 부품 설계 및 평가 유경험자
광학모듈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여 머신비전 시스템의

[자격요건]

R&D 엔지니어

검출력을 높이기 위한 영상의 수준을 정의하고,

ㆍ전공 : 물리학

(전문연구요원)

이에 맞춰 다양한 이미징 기법과 광학모듈, 그리고

광학

각종 광학제품의 개발업무를 수행합니다.

ㆍ학력 : 박사

ㆍ고객 요구사항 분석 및 대응

[필요 지식/기술]

ㆍ광학 제품 설계

ㆍ물리 및 광학에 대한 지식

ㆍ개발 프로젝트 관리

ㆍ이미지 센서 및 영상처리에 대한 이해
ㆍ토익850점/토익스피킹 LV7

[우대사항]
ㆍMatlab, Zemax, labview 중급 이상
활용 가능자
ㆍ화상처리 부전공자 및 과목 수강자
ㆍ전문연구요원 지원자

2. 접수방법
1 ) 접수기간 : 2016년 3월 28일(월)부터 2016년 4월 10일(일) 23:59분까지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앤비젼 채용 사이트 : https://envision.recruiter.co.kr )
3) 채용관련 문의 : recruit@envision.co.kr / 채용사이트 내 Q&A 게시판(인재채용>채용공고>채용Q&A)

3. 급여 및 근무조건
1 ) 급여: 경력 및 능력에 맞는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 드립니다.(동종업계 대기업 수준)
2) 복리후생: 앤비젼 채용 사이트( https://envision.recruiter.co.kr ) 참조

4. 전형 일정

* 특이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발표 예정
* 서류전형 결과는 개인별 이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