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진공펌프 제조회사인 에드워드 코리아㈜가 귀교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에드워드 코리아(Edwards Korea Ltd.) 주식회사 소개
Edwards Korea Ltd.는 세계 최대 진공 펌프 제조 회사로서 충청남도 천안시에 조립 및 수리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09년 생산 효율 극대화를 위해 영국 본사의 가공/생산 공장 전체를 한국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고
천안 외국인공단내에 지난 2011년 2월 가공 공장 완공 및 입주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0여명이 Edwards Korea ltd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천안의 외국인공단 내에 대규모 생산 및 수리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세계 최대 진공펌프 생산공장으로 대한민국이 진공 펌프 가공/생산 및 진공
기술에 있어 새로운 메카로서 확고히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생산/가공 공장 설립에 따라 각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을 충원하고 있으며, 진취적인 사고와 실력을 갖춘
귀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에드워드 코리아㈜의 소중한 인력으로 채용/양성하여 명실상부한 Global 회사의
전문가로서 경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ww.edwardsvacuum.com)



채용부문
- Development Engineer(제품(진공펌프) 연구개발 Engineer), 정규직
상세내용은 하기 참조



근무조건
- 근무지역: 에드워드 코리아㈜ 천안3공장(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소재)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월~금), 08:30~17:30
- 급여조건: 기본연봉+성과급(Target Incentive)+선택적 복리후생
- 교육혜택: 사/내외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양성 및 자기개발기회 부여
- 4대 보험 가입 외 상해(질병)보험 별도 가입
- 중식비 지원(천안공장내 식당운영)

Edwards Korea Ltd.

에드워드 코리아 주식회사



제출서류
- 국문/영문이력서 및 국문/영문자기소개서 각 1부(자유양식으로 최근사진 및 긴급연락처 기입)
* 국문/영문자기소개서는 전공지식 및 본인의 Vision 등 위주로 작성
* 각 서류는 MS-Word 파일로 작성 및 제출
-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채용전형
서류심사 → 면접전형(부서장 면접 및 English Test) → 채용검진 → 최종합격



상세모집부문
채용부문

전공

업무내용 및 지원자격

근무지

- 자사제품(진공펌프) 연구개발 담당자
Development
Engineer

석사: 기계(열/유체)/자동차 관련
박사: 물리학과

- 석/박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 한함
- 전공학점 우수자(3.5 이상(4.5 기준))

천안시

- English Communication가능자
(Speaking/Writing)



서류접수
- 2017년 6월 30일 까지 E-Mail 접수
- E-Mail: david.jeong@edwardsvacuum.com



관련문의
- 에드워드 코리아㈜ 인사부 채용담당자(david.jeong@edwardsvacuum.com)
- TEL. 041-520-9502 / FAX. 041-587-6200

Edwards Korea Ltd.

에드워드 코리아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