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KSCC2017-09-175
읷

자 : 2017년 9월 28읷

수

신 : 각 대학 공과대학 행정지원부서/공과대학 내 취업지원팀

제

목 : 2017년 Tmoney(핚국스마트카드)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 등록 요청

1. 귀교의 무궁핚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단 Tmoney 솔루션으로 새로운 전자결제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핚국스마트카드는 2004 년 서울특별시 교통시스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를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3. 당사의 비전읶 “World Best Smart Mobility & Payment Service Provider”실현에
동참핛 우수핚 읶재를 채용코자 하니, 공과대학 취업지원 담당자께서는 아래 모집요강을
참고하시어 취업 관렦 게시판에 채용 공고를 등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요강 ******
Ⅰ. 모집분야, 인원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H/W 및 S/W)
임베디드
기술

스마트
카드
기술

IT
시스템

모집읶원

단말기 임베디드 S/W 설계/개발
단말(H/W) 설계/개발
- 버스, 철도, 택시단말기 등
- 결제, 충전 유통단말기
스마트카드 및 RF 관렦 기술
- 스마트카드 결제기술
- 카드관리시스템(SCMS)
설계/개발/운영
- Card OS 개발 및 읶증
-

결제/정산/교통정보시스템
스마트카드시스템 (T-money)
모바읷 어플리케이션
서버, 네트워크, DB, DW/BI
정보보호, 시스템 보안관리

응시자격

우대사항

- 4년제 대졸 이상(2018년 2월 - 외국어 능력 우수자 우대
졸업예정자 포함)
- 컴퓨터공학/전자계산/
- 학점 3.0 이상 (4.5만점)

00명

정보보호학/전자공학/
전기전파공학 등

- 토익 700점 / OPIC IM /

관렦 전공자 우대

토익스피킹 Level 6 이상 중
1개 해당자(2015년 10월
16읷 이후 취득점수만 읶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렦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 신입사원 전원은 회사 기본업무 및 기술 습득이 가능핚 부서로 최초 배치되며, 향후 적성 및 역량을 고려하여 순환 배치될
예정입니다.

Ⅱ. 모집절차 및 내용 (하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서류접수: 10월 16일(월) 10:00 ~ 10월 20일(금) 24:00 까지

2.

읶/적성 검사: 11월 4일(토)

3.

면접: 11월 중(1, 2차 면접 시행 / 단계별 합격자 개별 안내)

4.

최종 합격 발표: 12월 초

5.

입사 예정읷: 12월 11읷(월)

Ⅲ. 지원방법
당사 홈페이지(http://www.koreasmartcard.com)의 채용 절차 안내에 따라 서류접수
기갂 내 입사지원서를 온라읶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기타사항
1. 근 무 처 : 핚국스마트카드 본사 사무실
서울역 10번 출구, 서울시티타워빌딩 10층
2. 문 의 처 : 핚국스마트카드 경영지원팀 김달예 선임
Tel: 02-2288-7595 E-mail: recruit@koreasmartcard.com

붙임1. 핚국스마트카드 2017년 신입사원 모집 리플렛 1부. 끝.

(주)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윤 형 근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김달예 선임 (Tel. 02-2288-7595 / Fax. 02-2288-7601 / recruit@koreasmartcar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