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 안내
· 모집기간: 08.12.~08.31.(채용시 종료될 수 있음)
· 1차 심사: 서류평가(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상세내용 하단 참조)
· 2차 심사: 기술보고서 평가(서류합격자 대상으로 기술주제 부여)
※ 기술보고서 제출자 고료 지급(평가에 따른 5 ~ 20만원 차등 지급) 작성기간 1주일
· 3차 심사: 발표 / 면접(2차 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기술보고서 발표) / 최종합격자 3~4일 내 통보
채용 분야 및 담당업무
소방시스템 기술개발
-화재, 소화 시험/분석
-소방시스템 개발 및 양산
ㆍ소방시스템 개발
ㆍ신제품 개발 관련 Layout 수립
ㆍ원가 검토
ㆍ양산 이관 및 양산 품질 개선
-구조, 열유동 해석 검증 및 평가
-소방시스템 관련 인증(UL 등)
ㆍ규격서 검토/설계 적용
ㆍ인증 시험 진행/결과 정리 분석

플랜트 기계, 유체계통 설계

열에너지시스템 개발

-펌프, 수차, 밸브 등 유체기계 성능
시험장치 설계
-원자력 열수력실험장치 설계
-공정 설계(개념, 기본, 상세설계)
-열전달해석, 전산유체역학해석(CFD)
-구조해석, 응력해석, 피로해석

-저전력 고효율 열에너지시스템
연구개발
ㆍ전기/반도체 소자용 냉각장치
ㆍ스마트팜 온실시스템
ㆍESS(에너지저장장치) 열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및 성능검증
-전산유동해석, 유동-구조 연성해석
-최신 연구개발 동향조사 및
분석보고서 작성

필수

· 학력 : 석사 이상(소방시스템 분야는 학사지원 가능)
· 전공 : 기계, 소방 등 관련 공학 계열
· 어학 : TOEIC 700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어학성적)

우대

· 관련 연구과제 참여경험, 연구장비 및 공학용SW 활용능력 우수 등
· 기술자격증 : 일반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소방기사, 전기기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 연구실적 : 논문, 학술대회, 특허 등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대상자 모든 모집분야 지원 가능(배정 T.O. 3명 이상 확보)
☞ 자격요건 : 이공계 석사이상

-

근 무 지
수습기간
급
여
모집인원

: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사후 3개월(경력직 2개월) 직무능력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수습기간 대우는 정규직과 동일)
신입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름, 석사학위 급여 반영 / 경력직은 협의 후 결정
3명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 ljh@stdte.co.kr , 메일 제목 ‘본인 성명/입사지원서 제출’ 기재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율 양식)
·추가제출 가능시 : 논문, 특허,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어학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해당서류는 자율양식을 사용하되, 이력서/자기소개서 기재사항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
- 문의처 : 경영관리팀 이준호 대리(TEL : 042-368-6457, E-mail : ljh@stdt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