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주)코캄 신입/경력 수시 공개 채용 공고

ABC News 포함, 전세계 532개 이상 Media를 통해 수천개 이상 코캄 관련 프로젝트 뉴스/기사 보도

코캄 기사 관련 링크: http://kokam.com/news/

지원 부문

수원 (본사)

및

서울 (예정)

분야 업무 내용 자격 및 우대 모집부분 근무지

해외

사업개발

(BD)
해외 정보수집 및 판매전략 수립

- 마케팅전략 및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판매전략 수립

- 해외시장 산업별/상품별 

   세분화된 영업계획 수립  

- 해외 시장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사업관리

(PM)

프로젝트 관리

- 해외 프로젝트 기획 및 입찰 지원

- 프로젝트 사업 수주 및 관리(PM)

- 해외 파트너/고객 회사와 

   Communication 담당

- 해외사업 국가 과제 수행

사업 지원

- 해외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Technical Proposal 작성

- 기술관련 Communication 담당

신입 / 경력

(사원-부장급)

자격 요건

- 영어 최상급 (Fluent - reading, 

   writing, speaking, and listening)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 사항

- 문서작성 능력 우수자(MS Office)

- 해외근무 혹은 해외유학 경험보유자

- 엔지니어링 (공대) 전공자 

해외 영업

- 해외시장 영업 및 마케팅

- 해외 거래처 발굴 및 

   기존 Major 고객 Account 관리

- 해외 대형 ESS 프로젝트 

   Proposal 전략 수립 

- 해외 컨퍼런스 / 전시회 참여

자격 요건

-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 문서작성 능력 우수자(MS Office)

우대 사항

- 엔지니어링 (공대) 전공자

- 해외 프로젝트 관리 유경험자

자격 요건

- 영어 최상급 

   (Fluent – reading and writing)

- 전자, 전기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자

- 문서작성 및 관리에 능한 자

우대 사항

- 엔지니어링 (공대) 전공자

- PMP(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자격 보유자

자격 요건

- TOEIC 90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영작 능력을 갖춘 자

- 기술에 대한 이해 및 기본지식이 

  있는 자

- 능동적,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문서작성 및 관리에 능한 자

Technical 

Writer

- B2B영문 / 국문 제품 

   사용설명서 작성

- 기술 문서 검토, 관리 및 개발

시스템 개발

자격 요건

- 엔지니어링 (공대) 전공자, 전기/

   전력전자/기계/ 소프트웨어 전공자

- ESS, 전기자동차, UPS, 선박/잠수함,

   항공기, 군수 무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계/개발 경험자 우대

- System Integration (SI)

마케팅 / 홍보

마케팅

- 회사 Image 관리 및 디자인 마케팅 

- 해외 컨퍼런스 / 전시회 참여 및 

   발표 (Speech)

- 해외 시장 분석 및 사업 전략 수립

- 해외 신규 사업 / 신제품 기획

- 해외 신규 고객 발굴 및 관리

홍보

- 해외 언론 홍보 / Media 대응

자격 요건

- 영어 능통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 사항

- 해외거주 / 해외유학 경험보유자

- 마케팅/홍보 유경험자

- Photoshop/Illustrator 사용 가능자

우대 사항

- 엔지니어링 (공대) 전공자

우대 사항

- ESS 운영 및 개발 유경험자

- BMS 개발 경험

- Battery / Battery Pack 관련 

   분야 경험자 

- PCS / UPS 개발 경험자

- EMS 개발 경험자 

지원 방법 및 문의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정확한 면접 통보를 위해 이력서에 핸드폰 번호 필히 기재 요망)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접수된 서류는 인비로 취급하여 보안을 유지합니다.

기타사항

복리후생

자격 요건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모집직무 요건 충족자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군 필자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전형 일정

입사지원 서류전형 1차면접 역량면접 최종면접 입사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1차 면접 통보 예정입니다.

최종합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입사지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조금 지원

장기근속 포상

생명보험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연중 휴가 

제도 운영

사내 동호회

운영 지원
식대 지원

(중식, 석식)

기숙사 지원

통근 버스 운행

- 글로벌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50여개국에 수출을 하는 코캄

- 코캄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이 세계시장 공략의 핵심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세계 일류 기업 꿈꾼다”

떠오르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코캄'

최근 첨단 에너지 산업의 전세계적인 성장과 정부의 육성 정책이 맞물리며 신에너지 산업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 배터리 업계에서 대기업보다 일찍이 먼저 세계 배터리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이끌어온 국내기업 코캄이 그 기술력과 해외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캄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배경으로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스타플레이어/기업가형 인재 육성에 있다고 

평가한다. 임직원의 61%가 20~30대의 젊은 층으로 젊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의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 및 마케팅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선도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직원의 34%를 연구직으로 구성하고 매출액의 8%이상을 R&D에 투자하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직원 개개인이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려 정책을 도입하는 등, 직원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코캄의 미국 지사장 Jim Sember 는 "코캄은 축적된 노하우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오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시장을 집중 공략 함으로써 제품의 성능을 입증해왔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해외 High-end 시장에서 코캄은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더 

많은 한국의 젊은 인재가 코캄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캄은 그동안 철저히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프리미엄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왔다. 경쟁기업이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의 

고성능, 초경량, 고밀도 배터리를 생산함으로써 추위와 압력을 이겨내야 

하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항공, 해양, 군수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유럽의 대형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EV)용 배터리를 공급함은 물론 최근에는 항공 우주 및 

첨단 산업에도 "High-end customized" 제품으로 경쟁력을 인정 받으며 

세계시장에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코캄은 한국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보유한 에너지 저장장치 

(ESS) 기술로 국내 최초로 진행된 마이크로그리드 가사도 프로젝트와 

한전의 주파수 조정 프로젝트 등 정부 및 전력 회사가 진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제품의 성능을 입증 해왔다.

‘글로벌 인재 육성과 과감한 투자’, 코캄의 차별화된 경쟁력의 비결!

배터리 업계의 ‘페라리’로 불리며 시장 질주

코캄의 젊은 해외 영업/마케팅 주역들

코캄은 리튬 배터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50여 

개국에 배터리 솔루션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5년 美네비건트 

리서치사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글로벌 경쟁력 기업 4위에 

선정되는가 하면, NASA, 구글, 에어버스, Bombardier 등 글로벌 

기업들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코캄은 프리미엄 배터리와 고객맞춤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영화 ‘아바타’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딥 씨 챌린저’ 프로젝트 잠수정, 세계 최초의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의 세계일주 프로젝트와 같이 극한의 성능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의 거침없는 행보로 ‘배터리 

업계의 페라리’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 비행기 제조사인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코캄 주식의 일부를 보유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위상을 반증하고 있다.

“연봉 업계 상위 대우 및 풍부한 해외 출장 경험을 통한 자기 역량 개발 기회”

해외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회사 내 다양한 나라의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하는 기업, 코캄

2017-18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Kokam 전세계 유명,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프로젝트 참여!  

솔라임펄스 (Aviation) & 제임스 카메론의 딥씨 챌린지 (Submarine)
프로젝트 관련 링크: http://kokam.com/kokam-story/

출처: YOUTUBE ‘히스토리’ 채널 출처: YTN (Yes! Top News)

‘강소기업이 힘이다’ 대용량 배터리로 세계를 충전하다, 코캄구글과 나사도 반해버린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 "전 세계 1위 기술력의 위엄"

영상 링크(3분): https://www.youtube.com/watch?v=bWGwDEWp1gU&t=1s 영상 링크(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LwRTeSaep-k&t=1257s

(주)코캄은 미래 핵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생산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우주항공,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 선박/잠수함, Military 무기 산업, 신재생 에너지 (Renewable Energy)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인정받으며 NASA, Google, Porsche, Airbus, Bombardier 등과 같은 해외 유수 기업들과 협력하여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일류 기업을 향한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전세계 ESS 분야, 

“글로벌 리서치 기관 Ranking 순위에서 해외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세계 4,5위 기술력 및 경쟁력 입증!”

미국 유명 리서치 기관 네비건트 리서치 보도

2018 전세계 TOP 10 배터리 제조사, 코캄 5위 

블룸버그 리포트 

2017 전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순위, 코캄 4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