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독일계 기업 공동 채용 설명회 및 상담회 안내
다양한 분야의 우수 독일계 기업 공동 채용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2018
독일계 기업 공동 채용 설명회에서는 자세한 기업 소개와 더불어 인재상, 채용 소식 등을 알
수 있고 채용 상담회에서는 인사 담당자와 1:1 상담을 통해 채용에 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공 무관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정규직 채용 등 다양한 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8 년 5 월 24 일 목요일

 장소 및 시간
설명회: 한양대학교 HIT 608 호 (11:00 – 13:00)
상담회: 한양대학교 HIT1 층 양민용 커리어 라운지 (13:30 – 17:30)

 참가 기업
Carl Zeiss Korea, ISRA Vision Korea, Audi Volkswagen Korea, TAURUS Systems
Korea

2018 독일계 기업 공동 채용 설명회 및 상담회 관련 문의사항은 한독상공회의소 조성은
대리(02-3780-4665 / secho@kgcci.com)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소개

자이스 코리아는 170 여년간 광학과 광전자학을 국제적으로
선도해온 세계 최고의 광학 기업, Carl Zeiss 그룹의 100% 한국
현지 법인입니다. 자이스 그룹은 의료 기기, 3 차원 측정기,
현미경, 반도체, 안경 렌즈 및 카메라 사업분야에서 전세계
50 여개의 지사와 2 만 5 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이스 코리아는 창립 30 여년 간 한국의 의료산업, 반도체,
생의학 연구 및 자동차 공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https://www.zeiss.co.kr
TAURUS Systems Korea 는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에
운용중인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의 제조사인 TAURUS
Systems GmbH(TSG)의 한국지사입니다.
사거리가 500km 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현재 독일
공군의 Tornado IDS, 스페인 공군의 EF-18,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에 운용 중입니다.
https://taurus-systems.de/ko/company/
ISRA Vision 은 1985 년 독일 본사 설립 이래로 Machine Vision 및
Industrial Automation 분야에서 최고의 High-Tech 회사로 전세계
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로봇 시각 인식, 표면 시각 인식, 품질 시각 인식과 같은 분야에
필요한 난해한 작업에 대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기계 시각 인식
처리법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http://www.isravision.com/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우디 AG 에서 100% 투자한 국내 판매 법인으로, 현재
폭스바겐 (Volkswagen), 아우디 (Audi), 벤틀리 (Bentley),
람보르기니 (Lamborghini) 제품을 수입 · 판매하고 있습니다.
www.aud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