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SK㈜ 2018년 대졸신입사원 모집
자동차 및 산업기계, 정밀기계용 기계부품 제조 Maker
한국NSK는 일본정공의 한국법인으로서 1987년 설립이래, 한국의 베어링 및 정밀기계산업
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자동차와 산업기계를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초
정밀 베어링을 국산화하고, 이를 창원공장, 천안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
습니다.
안전, 품질, 준법을 최우선 가치로, 지속적인 경쟁력 추구를 위한 혁신과 도전의 자세로
모든 구성원이 보람을 갖고 전원이 참가하여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직장을 지향합니다.
쉼 없이 구르며 세상을 변화, 발전시키는 베어링처럼, 한국NSK와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나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부문

모집분야

기술영업
(신입0명)
기술
부문
생산
(신입0명)

업무내용 및 자격요건
업무내용

영업관리, 국내영업, 원가분석 등

자격요건

공학계열 전공자
- 기계공학 및 일본어 가능자 우대

업무내용

제품생산Line 및 설비 유지 관리
- 신규/양산설비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활동
- 생산 문제점 및 품질현황 관리 등

자격요건

공학계열 전공자
- 기계공학, 금속공학, 전기공학 우대

근무지

창원

창원
천안

2. 지원기간 : 2018. 09. 27(목) ~ 10. 09(화) 24시
3. 접수방법 : 한국NSK 채용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지원 접수 (https://nsk.recruiter.co.kr)
4.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어학자격 보유자 1) TOEIC 700 이상 (OPIC IM2 or Toeic Speaking Lv6 대체 가능)
2) 타 시험의 경우 상기 기준과 동등 수준
3)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함
5. 전형일정
*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월 19일(금) 오후 5시 발표 예정
인적성검사
: 10월 27일(토) 예정
1차 / 2차 면접
: 11월 중순
입사
: 12월 26일(수)

6. 근무조건
- 정규직 (3개월 수습 적용 / 수습기간 중 급여 80% 지급)
- 주5일 근무 (월~금, 서울본사 08:30 ~ 17:30, 공장 08:00 ~ 17:00)
* 정규근로시간 종료 후 PC 접속 차단 Shutdown제 도입 (Work & Life Balance 개선)
- 급여 (호봉제) : 사내규정에 의함
* 대졸 군필 기준 연 기본급 약 3,850만원 (상여금 포함 시 약 4,600만원 예상)
* 상기 급여 외에 별도로 시간외근무 발생 시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7. 복리후생
-

휴가지원 : 여름휴가 4일(휴가비 지급), 연차휴가 부여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연금,보험 :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 퇴직연금제도 가입
포상 제도 : 장기근속, 우수사원/우수부서 표창 및 포상
건강 지원 : 본인/배우자 연1회 건강검진 지원
생활 지원 : 창원/천안 지역 아파트기숙사 지원, 무주택융자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경조사 지원 : 각종 경조금 및 휴가지원
편의 지원 : 창원/천안 중식 지원 (기타 지역은 식사비 지원)

8. 기타
-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당사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NSK 경영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3287-0342
e-mail : nskkorea@nsk.com
카카오톡 Plus 친구 : 한국NSK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