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hiring. Invent with us!
회사소개
오늘날 세계 최대의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퀄컴은 현재 스냅드래곤(SnapdragonTM) 모바일 프로세서
및 오토모티브 솔루션, 5G 기술등 혁신적인 엔드-투-엔드 무선 제품 및 솔루션 개발과 제공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본사가 위치하여 전세계 40 여개국에
175 개 이상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세계 최고의 휴대 전화 및 기반 설비 사업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무선 네트워크 사업의 선두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퀄컴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개인 고객, 기업, 정부 기관을 넘나들며 3G/4G 서비스를 넘어 5G 등 차세대 기술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근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진행중 채용 공고
Job Title: Engineering Technician (1 년 파견계약직)
Job Description:
Job Overview
-Suitable candidate will work on characterization of throughput and performance of RMA devices. Compile the collected data, identify the issues and follow up with engineering group to get solution.
-The candidate will also be responsible to create and maintain various test equipment used to perform the test and
characterization.
-Work for VI/SAM/Curve Tracer/3rd party re-balling and reconditioning follow-up/device receiving & shipping/NPA &
operation support.
-Support Korea RMA/CQE engineers.
Minimum Qualifications –
No experience required
Preferred Qualifications
•
•
•
•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circuit.
Must be flexible to take on any task assigned.
Written and verbal communication skills. Strong team spirit and flexible attitude.
Be able to work independently

채용형태 : 파견계약직 0 명
*파견계약직은 파견사 소속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 월 중순 이후 신용산역으로 사옥 이전예정)
근무기간: 1 년 계약 후 평가/직원의 의사에 따라 최대 2 년까지 근무 연장 후 근무 가능
지원자격 : 이공계 학사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 전공 우대), 휴학생 가능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전화면접 – 화상면접 (or 대면면접)
*해당 전형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 recruit_korea@qualcomm.com 로 이력서 첨부하여 이메일 지원
급여조건 :협의 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