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ML 소개 동영상

Customer Support Engineer는 고객사에 ASML 시스템 설치, 관리 및 모니터링 하

는 역할을 합니다. 장비에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고객과 본사에게 전달해 솔루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분석적이며 유연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고객사에 ASML을 대표하는
역할을 위해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영어 회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Field Application Engineer 는 Photo lithography와 반도체 공정에 대한 높은 이

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customer wafer product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슈들을 분석, 해
결방안을 고객, 본사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롭고 앞선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함
으로써 더 나은 성능의 ASML 시스템 개발을 리드합니다.

전기, 전자, 물리, 기계 , 제어계측, 반도체, 재료공학, 메카트로닉스 등 관련전공
Fab Hardware Generalist로서 ASML을 대표하여 고객과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
고객사에 ASML 시스템을 관리 및 모니터링
ASML 장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 장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전담
고객사 현장에서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2nd line engineer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

•
•
•
•

전기, 전자, 물리, 기계 , 제어계측, 반도체, 재료공학, 메카트로닉스 등 관련전공
ASML 장비를 고객사 FAB 환경에 조립, 설치 및 분해 작업 수행
설치된 장비의 요구되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화, 미세조정 및 적합도 테스트
고객사의 문의,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응대
본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장비 이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해결

•
•
•
•

전자, 기계, 물리, 재료공학, 광학, 화학 등 관련전공
•
•
•
•
•

고객사 Product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슈들을 분석, 해결 방안을 고객, 본사에 제시
새로운 비즈니스 니즈를 위해 고객의 기술적인 수요 파악 및 Node Project Leader 서포트
새로운 장비의 도입과 Lithography/Metrology 시스템의 검증
고객사 공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ASML Application을 통한 기존 제품 향상을 위한 요건 파악 및 개선을 리드
Application Service 및 솔루션 제공

기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도체 및 High-tech 분야의 근무 경험 2년 이상

화성/이천/청주/평택

영문 이력서 & 영문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
* 영어 성적 증명서 : TOEIC 750, OPIC IM2, TOEIC Speaking 6 이상 (2년이내로 유효한 성적필요)
* 영어권 국가 해외대학 졸업자 또는 2년 이상 경력자는 영어성적 제출 불필요 (optional)
구분

신입 / 경력

•

직무

URL

Customer Support - Field Service Engineer

https://asmlkorea.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
e=MRS2&jobnoticeSn=35810

Customer Support - Install Engineer

https://asmlkorea.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
e=MRS2&jobnoticeSn=35822

Field Application Engineer

https://asmlkorea.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
e=MRS2&jobnoticeSn=35823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보훈)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