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의 경영과제를 고도의 IT 기술력으로 해결

다양한 업계의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고객사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실현

매출을 증가시키고 싶다.

시기 적절한 마케팅분석을 통해 판매전략의 정확성 신장 !

제조 비용을 줄이고 싶다. 

수요예측·생산계획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서 판매의 기회손실 축소 System•Integrator 이란 ? 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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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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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타

NSSOL의 글로벌전개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고객의 글로벌전개를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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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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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휴가 
주 5일 근무, 연차유급휴가 (20일/년)

복리휴가, 결혼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Refresh 연속 9일제도 (9일 연속휴가 – 1년에 최저 1회 9일 연휴를 받을 수 있음),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 까지  단기근무제도 실시

(법정 노동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가능, 크루민 마크 취득)

•복리후생
각종 사회보험 완비, 확정거출연금제도, 재경저축제도, 사원지주제도, 기숙사 제공

•기타
- 야간, 휴일근무 금지 (업계최초실시 – 22시 전 사내 소등시스템) 

- 복리 후생시설 제공 서비스 회사와 제휴, 국내 및 해외각국의 제휴시설을

   우대 가격으로 이용 가능

휴일•휴가 및 복리후생 대  우

지원자격 전형 STEP

  모집직종
영업, SE, 연구개발 모집인원 1~2명
•영업 : 기업 대상의 솔루션 제안 영업
•시스템엔지니어(SE) : 시스템의 기획, 설계, 개발
※ 고객기업의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최첨단의 시스템 기획, 설계,  개발을 담

당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머나 브릿지SE는 아닙니다.)

•연구개발 : 최첨단의 IT기술의 연구, 검증 및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

응모요건
(영업)

학과불문/2015년 4월 입사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 수료예정인 자
•남성은 2015년 3월까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인 자
•일본어능력시험 1급 보유 또는 일본어말하기능력시험(ACTFL-OPI) 상급 4 상당의 일본어능력

을 보유한 자

모집요건
(SE·연구개발)

정보, 전자계열 학과전공자 환영
2016년 4월 입사의 경우 / 일본어 초·중급자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 수료예정인 자
•남성은 2015년 12월까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인 자

내정 확정 후 하기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2015년 12월까지 일본어능력시험 2급 상당 또는 일본어
말하기능 시험 (ACTFL-OPI) 중급 하 (3-) 상당의 일본어능력을 보유 할 것. 2016년 3월까지 일본어말
하기능력시험(ACTFL-OPI) 중급 상(3+)상당의 일본어능력을 보유 할 것 
(내정 확정 후 일본어능력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필요)

2015년 4월 입사의 경우/ 일본어 상급자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 수료예정인 자
•남성은 2015년 3월까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인 자

일본어능력시험 1급 보유 또는 일본어말하기능력시험 (ACTFL-OPI) 상급 중 4 상당의 일본어 능력시
험을 보유한 자 (내정 확정 후 일본어능력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필요) 

09：00 ~ 17：20 （도쿄 지역） 

일본 전역   

입사 1년 차 석사 졸 연봉 391만엔/ 대졸 344만엔 (2013년 기준)

※ 전 사원 평균연봉 201.7만엔 (38.4세) 

년 1회  

년 2회 　여름·겨울   

통근 수당, 시간외 수당 등 

주5일 근무,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20일/1년) ※ 년간 123일 휴무 (도쿄 지역, 2014년)  

각종사회보험완비, 재형저축제도, 사원지주제도, 기숙사 (2년 차까지는 월 2만엔 3년 차부터 

2.5만엔, 30세까지 거주가능)   

당사에서는 입사 후 3년 간 신입사원 육성 기간과 해외유학제도, 자격취득장려제도 등 배움의 

의욕을 가진 사원에게 많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수와 승급의 기회는 국적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그 예로 회사지원으로 미국에서 MBA를 취득한 외국인 사원이 있습니다

상 여 

각종 수당 

휴일·휴가  

복리후생  

교육제도

승 급 

급여수준  

근무지

근무시간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을 첨부)

2. 학업성적증명서 (석사과정 중인 학생은 대학학부의 성적증명서 가능)

최종 합불 결정

9월 17일 엔트리시트 제출마감

9월 21, 22일 회사설명회 (서울)

※회사설명회가 끝난 후 그룹면담예정

9월 23~26일 1차 면접, 2차 면접 (서울)

10월 초순 최종면접 (도쿄)

영  업

9월 30일 엔트리시트 제출마감

10월 11일 1차 면접 (서울)

10월 중순 최종면접 (도쿄)

SE, 연구개발

지원사이트 : http://global-tou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