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공고
■ 회사소개

Fujitsu
후지쯔는 글로벌 3 위, 일본 1 위의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후지쯔는 세계 5 위의 서버벤더입니다.
포춘 500 대 기업의 거의 절반이 후지쯔의 고객입니다.
후지쯔는 전세계적으로 약 102,000 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지쯔는 미국 다우존슨 지속가능경영평가(아시아퍼시픽), FTSE4Good 지수, 외콤(Oekom) 리서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국후지쯔(Fujitsu Korea Limited)
1967 년 국내 최초의 컴퓨터 FACOM222 를 도입하며 국내에 진출한 한국후지쯔는 40 여년간 공공,
금융, 병원, 유통, 통신 등 국내 다양한 산업분야의 IT 시스템을 구축하며 한국 IT 산업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하드웨어 플랫폼과 산업별, 통합 솔루션을 바탕으로
컨설팅에서 SI 서비스, 메인터넌스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IT 과제를 해결해드리는 토털 IT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

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인원

신입(4년제 대졸 및 예정자) 또는 경력
[신입]
• 서버 & 스토리지 H/W 구축

- IT관련 자격증 우대 (Solaris 11 OCSA,

및 기술지원
• Solaris OS Installation 및

CCNA, RHCE 등)
- UNIX / LINUX 관련 IT 교육 이수자 우대

Troubleshooting
IT 시스템

• 서버 이중화(클러스터), 가상

엔지니어

화(OVM), BMT / POC 기술

[경력]
- Oracle server (구 SUN) H/W, OVM, Solaris

지원
• 통합 유지보수 프로젝트 지

OS 경력 3년 이상
- IT관련

원 (전산실 시스템 이전설
치, 상주지원 등)

자격증

우대 (Solaris 11 OCSA,

RHCE, CCNA, OCP-DBA 등)
- UNIX / LINUX / 가상화 /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경험자 우대
신입, 경력 공통 – 영어, 일본어 가능자 우대

■ 근무조건
고용형태: 정규직
처우조건: 회사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한국후지쯔 본사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 복리후생 제도

선택적복리후생 제도 운영
교육비지원(직원학자금 및 자녀 교육비)
근속포상 및 해외여행(5 년, 10 년, 20 년근속)
대부제도(주택자금 대부, 의료비 대부)
직원 건강검진, 단체생명 및 상해보험 가입
법정휴가 외 동계/하계/명절휴가, 연말연시 휴일
여가지원(회사 법인콘도, 사내 동호회 지원)
휴일특근수당지급

0명

■ 접수기간 : 2014년 3월 7일 ~ 2014년 3월 16일

■ 전형방법
서류전형 → 1 차면접전형 → 2 차면접전형 → 건강검진
- 국문이력서 e-mail 제출 (recruit@kr.fujitsu.com)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이후 전형별 일정은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합니다.
-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문의처
한국후지쯔 인사부 백승호 팀장(☎3787-5646, e-mail: recruit@kr.fujits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