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직무

원가

재무

우대 자격요건

- 원가 업무 경험자
- SAP(CO Module) 사용 경험자

- PI 경험자

-

-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임원 : 최소 경력 15년 이상
제조업 근무 경험자
상장사 재무총괄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 보유자
영어 Communication Skill 보유자
세무조사 대응 경험자

- 경력 : 7년 이상 (회계 업무 7년 이상)
- 국제회계기준 결산 경험자
- SAP 사용 경험자(FI, CO 등)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수출 제조기업 회계업무 경험자
- 영어 회화 가능자

세무

-

-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수출 제조기업 세무 담당 경험자

특허

- 영문 특허명세서 작성 가능자
- 반도체 또는 가전관련 경험자

전략기획

경영
지원

필수 자격요건

비서

인사
(국내/해외)

법무

제조
SCM 전문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경력 : 7년 이상 (세무업무 최소 5년 이상)
법인 결산 및 법인세 조정 관련 업무 경험자
부가세, 원천세, 지방세 경험자
자회사 및 관계사 관련 세무 업무 경험자
국제조세(이전가격, 고정사업장 등) 관련 업무 경험자

- 미국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 경력 : 7년 이상
- 컨설팅&중견기업 기획업무 경험자
- 영어 능통자

- 제조업 비서실/임원실 업무 경험자
- 사무행정(회계업무), MS Office/OA System 활용 가능자
- 영문 Business Writing Skill 보유자

-

- SAP 사용 경험자
- 해외 컨퍼런스 관련, 통번역 경험자

임원 : 최소 경력 15년 이상
인사제도 설계 및 기획 전문가
Global HR 경험자
제조업 대기업 출신

- 해외인력 인사제도 기획 및 운영 경험자 or
인사제도 기획 및 운영 경험자
(평가보상, 임금제도, ER 및 유관부문)
- 영어 능통자

- Global 각 지역 해외법인 현지 인사 운영 경험자
- 제조업체 근무 경험자

- 경력 : 7년 이상
- 국영문 계약 검토/소송지원/법률자문 가능자
- 영어 능통자

- 해외주요국 기업 상대 경험자

- 경력 : 10년 이상
- SCM PI(Process Innovation): DM(수요계획), RP(중기 계획),
SCP(MP: 공급망 계획), FP(생산계획), MRP(조달계획) 영역 PI,
SCM PI, 시스템 구축/운영 경력 10년 이상

- 통계학/산업공학 등 관련학과 석사
- SCM 시스템(솔루션)구축 경험자
- 국내외 해당분야 전문 컨설팅사 경험자

-

경력 : 10년 이상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 기반 통계분석 경력 10년 이상
Predictive Analytics/Insight 경영 컨설팅 및 구축 경험자
Big Data 분석, 통계/예측 분석, Analytic 모델링, 모델
최적화 경험자
- 하이테크 업종 부문 세부 분석업무 수행 및 솔루션 구축 경험자

- 제조기업(하이테크 우대) 대상 데이터 분석 경험자
- 통계학/산업공학 등 관련학과 석사 전공자

경영
지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자격요건
ㆍ임원: 최소 경력 15년 이상
ㆍ전문가: 최소 경력 10년 이상
ㆍ경력: 최소 경력 3년 이상

-

경력 : 10년 이상
데이터 시각화 분석도구을 사용한 분석/리포팅 경험자
기계학습 알고리즘 및 응용 개발 경험자(R, Python 등)
통계적 기법, 기계학습을 이용한 분석/예측 프로그램 개발
경력 10년이상
- 정형/비정형 데이터 전처리/분석 및 예측 가능자
- JAVA, Scala, Python 등 중급 실력 프로그램가능자

- 분석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실제 운영 경험자
- 통계, 수학 모델 기반한 분석 모델 작성 경험자
- Hadoop 및 Spark 등 빅데이터 시스템 내 분석/개발
경험자 (직접개발, Pig/Hive 등 사용, mahout/mllib,
라이브러리 사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