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무벡스㈜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모집 공고
Ⅰ.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응시분야

자격 요건

기구개발

ㆍ
ㆍ
ㆍ
ㆍ

기계/메카트로닉스 공학 계열 석사 이상
AUTOCAD, SOLID EDGE (기타 3D CAD 툴) 사용 능력 보유자
ANSYS 구조해석(기타 FEA 툴) 사용 능력 보유자
다관절 로봇(6축), AGV, 자동화 장비 기구설계/프로젝트 진행 경험 보유자 우대

제어개발

ㆍ
ㆍ
ㆍ
ㆍ
ㆍ

전기/전자 공학 계열 석사 이상
C/C++ 프로그램 중급 이상
모션 제어 프로그램 개발 경험 보유자
산업용 필드버스 통신프로그램 개발 경험 보유자
모터드라이버, 센서, 기타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개발 경험 보유자

로봇개발

ㆍ Mobile Robot 제어 경험(Path Planning, Path Tracking, SLAM) 보유자
ㆍ 모터드라이버, 센서, 기타 주변장치 인터페이스(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기반 SOCKET, Serial)
프로그램 개발 경험 보유자
ㆍ C++/C# 기반 장비 운영 프로그램(Traffic 제어, 입출고 최적화) 사용 능력 보유자
ㆍ Robot Kinematics and Dynamics 에 대한 이해 보유자
ㆍ 영상처리 알고리즘 개발 및 로봇 및 비전 응용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업무 수행 가능자
ㆍ AI 기반 응용 S/W 개발(딥러닝, 강화학습) 업무 수행 가능자

■ 근무지: 현대무벡스 인천 청라 R&D센터

■ 고용형태 :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 3년 복무 必
- 군미필자 현역 대상 中 2022년 2월 석사 및 박사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限
■ 처우: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 제공
- 석사(사원 2년차), 박사(대리 3년차)
- 그 외 특별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별도 협의 가능
■ 복무 후 입사 시,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Ⅱ. 제출서류
①
②
③
④
⑤

(2차면접 대상자에 한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 포함 제출)
기타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 및 어학(TOEIC 등) 성적표 사본 각 1부
전 근무지 경력증명서 및 직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경력에 한함)
취업보호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현역병 증명서류 1부

Ⅲ. 전형절차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

채용검진

※ 1. 서류 접수순 검토로 인한 전형결과 및 일정 개별 안내 예정 (직무별 조기 마감 가능성 有)
2. 고지방법 :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
3. 직무에 따라 코딩테스트 등 추가 실시 가능

최종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