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공고] 

 

세메스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나갈 인재 여러분을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지원자격  

- 2017 년 2 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분  
(학사∙석사 학위 취득자 대상) 

- 全학년 평점 평균 3.0 이상인 분(4.5 만점 환산시)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최소 어학기준  

어학종류 설비/개발/SW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OPIc IL IM IH 

TOEIC Speaking 5급 6급 7급 

※ 중국어 보유자는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필기 : BCT 620점 이상, FLEX 중국어 620점 이상, 新 HSK 5급 195점 이상  

  * 회화 : TSC Level 4 이상, OPIc 중국어 IM1 이상  

  

■ 모집부문  

직군 직무 전공 

설비기술 Field Engineer, 생산기술, 품질 기계,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재료/금속, 

화학/화공, 물리, 통계, 수학, 산업공학, 

환경안전 설계/개발 
기구설계, 물성/소재 연구,  

전장/회로 설계, CAE, 신뢰성 

S/W개발 설비 제어, S/W 설계 
전기/전자, 전산(컴퓨터, S/W),  

통계, 수학, 물리, 산업공학 

영업/마케팅 국내/외 설비기술영업 전공무관 

경영지원 
재무, 기획, 구매, 인사,  

IP, 법무, 생산관리 

상경계열(부전공 포함), 

통계, 산업공학, 법학  

* 품질, 안전 및 경영관련 전문자격 우대(품질기사, 산업안전기사, CRE, CPA,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등)  

 

■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16년 10월 24일(월) 9시 ~ 11월 2 일(수) 17시 (한국시간 기준)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semes.com)에서 입사지원  

- 지원서 작성시 全 학년 성적증명서 스캔 후 파일 첨부  

※ 석사의 경우 학사 성적증명서 포함, 편입의 경우 편입 전 성적증명서 포함 

   



   

 

 ■ 전형절차  

지원서 작성 >> 서류전형 >> 직무적성검사(GSAT) >> 면접전형(직무적합진단) >> 건강검진 >> 최종결과 발표 

 

■ 전형일정  

- 지원서 접수        : 2016년 10월 24일(月) 9시 ~ 11월 2일(水) 17시  

※ 서류전형 발표는 11.11(金) 예정  

- 직무적성검사      : 2016년 11월 20일(日) (서울)  

- 면접전형             : 2016년 12월초순  

- 면접합격자 발표 및 건강검진 : 2016년 12월 중순 이후 

 

■ 캠퍼스 리쿠르팅 일정 

학교 
설명회 상담회 

일시 장소 일시 장소 

한양대 10월 24일(월) 16:00 ~ 

18:00 

HIT 606호 10월 24일(월) 10:00 ~ 

17:00 

HIT 취업상담실 

연세대 10월 25일(화) 16:00 ~ 

18:00 

1공학관 A328호 10월 25일(화) 10:00 ~ 

17:00 

제 2공학관 로비 

성균관대(수원) 10월 28일(금) 16:00 ~ 

18:00 

2공학관 

27117강의실 

10월 28일(금) 10:00 ~ 

17:00 

1공학관 23동 2층 

로비 

서강대 10월 28일(금) 16:00 ~ 

18:00 

AS관 414호 10월 28일(금) 10:00 ~ 

17:00 

AS관 로비 

고려대 10월 31일(월) 16:00 ~ 

18:00 

하나스퀘어 강당 10월 31일(월) 10:00 ~ 

17:00 

하나스퀘어 

채용상담실 

 

 

■ 기      타  

- 국가등록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 및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허위사실 기재 시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급여수준:  연봉 약 4,000 만원 및 연봉 30~40% 수준의 성과 인센티브 별도 지급 

 

■ 문      의  

- 인사그룹 채용담당자 rec.semes@semes.com // +82-41-620-8537 // www.facebook.com/semesrecrui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