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교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두산그룹 자회사인 (주)DAE에서는 신사업 (기계/로봇/운송 장치(E.g. 드론)를 위한 모바일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화) 추진을 위해 관련 전공의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육성하는 중이
오니 귀교의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가. 모집 부문 

1) 연료전지 파워팩 및 드론의 구조 및 계통 개발 

 

나. 지원 자격 

1) 재료, 기계공학 석사 졸업(예정)자로서, 인턴십 기간 및 이후 채용 시 지속 근무 가능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必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3) 해외 여행 및 해외 근무에 결격이 없는 자 

 

다. 채용 절차 

1) 지원서 접수 : ~ 2018.03.11까지( 비공개 전형으로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 시 개별 안내) 

       - 지원자 추천 : ~ 2018. 03.07(채용담당자에게 이름/이메일/개인연락처 이메일 송부) 

       - 추천 인력에 한해 입사지원서 작성 안내 및 지원서 작성 : ~2018.03.11 

2) 인적성검사, SI, DISE, 전문성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3월 중 실시 

   3) 최종면접 : 2018.6월 말(최종면접 합격 시 정규직 전환) 

       - 인턴쉽 평가를 통해 최종면접 대상 선정 

 

라. 인턴십 운영 

1) 기간 : 2개월 (2018.04.02 ~ 2018.06.15), 시작일 및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 시간 : 주 5일(월~금), 9시~18시 근무 

3) 근무지 : 경기도 용인시 두산기술원 근무 

 

마. 인턴십 기간의 급여 및 처우 

1) 월 급여 200만원 

2) 4대보험 적용 

3) 식대 및 교통비 별도 지급 

 

바. 기타 사항 

1) 인턴십 기간의 평가 및 최종면접을 통해  정규직 채용 

       - 정규직 채용 시 2018.07.02 정규직 전환 

2) 상세 문의 및 지원서 작성에 대해서는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 

     (E-Mail : hyungseok1.park@doosan.com, Phone : 02-3398-3747) 

 

※ 별첨 : 세부 모집분야 안내 

발신  (주)DAE 대표이사 이두순상무 

제목   (주)DAE  R&D 인력 채용(채용연계형 인턴) 



[별첨] 세부 모집 분야 

모집 부문 Job Position 수행 업무 및 필요역량 

R&D 

 연료전지 파워팩 및 

드론의 구조 및  

계통 개발 업무 

[수행 업무] 

연료전지 파워팩 구조 및 계통 설계/제작/시험/분석 

드론 설계/제작/시험/분석 

도면 작도 업무 지원 

 

[필요 역량] 

기계공학 관련 지식 보유자 

연료전지 관련 학위 보유자 및 개발 경험자 우대 

소형 무인기 관련 학위 보유자 및 개발 경험자 우대 

Intelligent Contr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