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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Needs You  

 

Company Introduction  

 

Johnson Controls 는 전 세계 150 여 개국의 고객 여러분께 기술을 제공하는 업계 선두 주자입니다. 

1885 년에 전기식 실내형 온도 조절기를 최초로 발명한 이후로, 당사는 세계가 원활하고 스마트하며 

단순하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Johnson Controls 직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Building -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통해 전 세계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낮추며  

* Building -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점목하여 방재 및 보안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세계인들의 안전과  

* Building - 행복을 이바지 합니다.  



 

Johnson Controls 는 지난 130 년간 규모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엄청나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당사의 가치입니다. Johnson Controls 는 당사 주주에게 가치를 제공하

고 고객의 성공을 도우며 좋은 기업 시민이 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7 년, Corporate Responsibility Magazine 은 Johnson Controls 를 매년 발표하는 

"100 대 기업 시민"의 16 위로 선정했습니다. 

Johnson Controls 의 Building 사업부문 Security & Fire Safety Business leading company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 [구 동방전자산업㈜, 타이코코리아㈜] 에서 함께 성장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공고 

  모집분야 : 소방기술지원 

 

  1. 업무내용 

 대전 및 충청도지역 담당 

 * PJT 업무지원 

 - Retrofit Business market 영업지원 (당사/타사 노후 된 소방시스템 교체 프로젝트) 

 - 대리점 관리 (주방소화설비 및 화재 모니터링시장) 

 - 도면 검토 및 물량 산출작성 (업무 지원 필요 시 견적실행팀에 물량 산출 요청)  

 - 발주처에 산출물량 및 노무비 견적서 작성하여 발송 

 - 발주처와 계약서류 작성, 당사 ERP시스템에 Job 및 발주처BP 등록 

 

 * PJT Management 

 - 발주처와 공정미팅 통해 PJT 납품일정 및 제품사양 설비도면 협의 

 - 협의된 도면을 기반으로 제작도면 작성 후 공사 진행 개시 

 - 구매부에 자재요청 및 공사현장 공정에 맞춰 자재 납품    

 - 납품 및 진행된 공정에 대해 발주처에 비용 청구 

 - PJT 검수관과 당사 납품자재 Inspection 실시 및 대응 

 

 * 소방서 대관업무 

 - 공사 완료된 현장에 대해 소방서 완공 검사 진행 

 - PJT 착공신고 및 완공 검사 신청서 제출하여 완공 필 증 수령 

 

2. 우대사항 

 - 초대졸이상 전공자 (전기, 전기설비, 전자공학과, 소방학과 우대) 

 -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 실무 유 경험자 



 - 차량 운전 가능자 or 자차 소유자 

 

■ 보상제도 및 근무조건 

- 복리후생제도 : 주5일 근무, 자녀 및 본인 학자금지원, 동호회 지원, 어학경비지원, 콘도사용지원, 건강관

리지원,경조사 지원 등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 -> 최종면접 

 

■ 접수기간 

- 채용공고 등록일 까지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제출방법 : 채용사이트를 통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