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꼬가와일렉트로닉스매뉴팩처링㈜

2021 상반기 수시채용
요꼬가와그룹은 1915년 설립되어, 전세계 61개국에 113개 해외거점을 가진 세계 굴지의 제어, 계측 분야 Top-Maker 입니다.
당사는 100년 전통의 일본 요꼬가와그룹의 100% 투자회사이며 요꼬가와그룹내에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생산거점 중 하나로,
요꼬가와 그룹의 생산방식(NYPS), 기업윤리, 인재교육을 바탕으로 최고의 생산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Yokogawa is a leading provider of Industrial Automation and Test and Measurement solutions.
Combining superior technology with engineering services, project management, and maintenance,
Yokogawa delivers field proven operational efficiency, safety, quality, and reliability.
Be part of our team to commit to the company's vision of providing the best.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부문

모집분야

응시자격

모집인원

▶ 필수요건
1. 전문학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년제 초대졸)
2. 공학계 전공자 (전기/전자/산업공학/통계/제어계측/전산 등)
▶ 우대요건
1. 일본어 가능자 (JPT 500 상당)
SCM 부문

고객지원

정규직

2. 컴퓨터분야 자격증 보유자 (컴퓨터활용능력, MOS, ERP 등)

/신입0명

▶ 담당업무
1. 생산기획 … 생산관리SYSTEM변경대응, 제품Lifecycle관리, 신공정관리, 특주관리, 생산성향상활동
2. 수주관리 … 출하계획수립, 수주/사양심사, 납기관리, 대고객대응
3. 생산관리 … 생산계획수립, 제품재고관리
4. 생산지시

수습사원 제도 안내
- 당사는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후 약 3개월간 수습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습사원 기간 급여 : 70% 지급

근무조건
- 주5일, 주40시간 근무 (08:30~17:30)
- 급여 : 신입: 약 3,200만원
*공통사항 - 선택적 복지제도 금액 별도, 성과상여 별도, 퇴직금 별도
- 근무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7번길 82

복리후생
- 4대보험 및 복지보험, 퇴직연금, 성과상여
-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사원복지카드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 연차,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지급, 장기휴가
- 주택구입자금지원, 종합건강검진, 명절선물지급, 회사명의 콘도이용, 각종 포상제도 운영

일‧생활 균형 제도
- 연 3회 장기휴가 (춘계휴가, 여름휴가, 연말연시휴가)
- 휴가‧휴직제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장기근속휴가, 경조휴가 등)
- 보상휴가제도운영
- 자기개발지원 (어학수당, 학습지원금, 교육지원, 도서지원)
- 커뮤니케이션활동 (Fun&Fun이벤트, 격려활동, 멘토링활동, 동호회 등)
※ 2020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전형절차

실무진면접

서류전형

+ 필기시험

임원면접

※ 필기시험 : 기초수리능력평가(30분)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1년 06월 13일 23시59분 까지
- 접수방법 : 자사양식 입사지원서 제출
- 제출처 : jisun.lee@ymfk.yokogawa.com

※ 채용시 마감 (선착순 검토)

최종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