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디아이주식회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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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창조 혁신 기업

씨앤디아이주식회사

CNDI는….
전문 R&D 기반의

정보통신시스템 & IT융복합시스템 전문기업
IT 기술을 근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제공
홈네트워크, Embedded Solution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용 및 교육용 제품을 제공합니다.

Mission
고객 감동 실현
인간을 생각하는 편리한 세상을 지원합니다.
핵심 역량 확보
융합(Convergence)을 통한 가치 창출을 생각합니다.
긍정적 조직문화
출근이 즐거운 회사,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는 일터를 추구합니다.

CNDI(주) 신사옥 전경
(경기도 시흥시 매화산단3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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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연혁
HISTORY
2002년 03월

회사설립

2016년 07월 IoT 실습장비 2종 출시

2003년 03월

고급형 홈네트워크 장치 개발 및 출시

2017년 04월 Lego Mindstorms 정품 공급

2007년 04월

대우건설 프루지오아파트 7개 단지 납품

2017년 04월 eCube-Embedded All In One 실습장비 출시

2010년 12월 아시아나IDT 홈네트워크 수주

2017년 05월 OLED 검사장비 미국 “A”사 납품

2011년 12월 교육사업부 신설

2017년 10월 mCube-Arduino/ Raspberry Pi All In One 실습장비 출시

2012년 10월 임베디드실습장비 출시

2017년 12월 Dobot Magician 대리점 협약

2013년 02월 프로세서,전자회로,논리회로실습장비 출시

2018년 03월 OLED 검사장비 미국 “A”사 납품

2013년 10월 통신실험장비, FPGA실습장비 출시

2018년 11월 mCube-AI with IoT 실습장비 출시

2014년 04월 로데&슈바르즈 계측기기 대리점 협약

2019년 03월 mCube-IoT Prime 실습장비 출시

2014년 06월 MCU/Arduino 실습장비 출시

2019년 05월 OLED 검사장비 미국 “A”사 납품

2014년 06월 LCD 검사장비 미국 “A＂사 납품

2019년 07월 쇼핑몰 www.capstonemall.co.kr 리뉴얼 오픈

2015년 05월 LCD 검사장비 미국 “A＂사 납품

2020년 05월 인공지능실습장비 3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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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부문
Main Business Areas
• 임베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홈 IoT 시스템 개발

• 통신/센서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홈 네트워크 개발
•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 무선조명제어 시스템 납품
스마트홈 사업부

• 세종시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스마트비상벨/스마트원패스 시스템 납품

• OLED 모듈 검사 장비용 고정밀 파워서플라이 및 계측모듈 개발 및 납품

• TFT LCD 검사 장비용 고정밀 파워서플라이 및 계측모듈 개발 및 납품
LCD/OLED 검사장비사업부
• Embedded, MCU, IoT, AI 등 교육용 실습장비 개발
• Dobot 다관절로봇 실습장비 공식 대리점
• 독일 Rode & Schwarz 공식 대리점

교육사업부

• 캡스톤 쇼핑몰 운영 : www.capstone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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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보유현황
Company Owende Technology

기술신용평가 (Tech Credit Bureau)기관으로부터
기술등급 :

T3 인증

신용등급 :

BBB-

무선통신 기반 다수의 특허기술 보유

투명한 기업경영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베디드, 통신, 네트워크 등 핵심기술역량을 발휘하여
창의적 기업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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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대표이사

경영기획팀

스마트홈
사업부
건설영업팀

LCD/OLED
검사장비
사업부

교육
사업부

기술연구소

영업 1팀

하드웨어팀

건설IT기술팀

영업 2팀

소프트웨어팀

생산기술팀

생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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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집분야
Recruitment Announcement

Hardware Engineering(00명)
•

ARM Core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

OLED/TFT LCD 모듈 검사 장비용 고정밀 파워 및 측정 솔루션 설계

•

스마트 홈 IoT 기반 통신기기 및 하드웨어 설계

•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 FPGA 등 교육용 기자재 설계

Software Engineering(00명)
•

임베디드 시스템 Linux/Windows/Android 프로그래밍

•

무선통신기기 운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

LCD/OLED 검사모듈 테스팅 프로그래밍

•

Raspberry Pi, Arduino, AI 교육용 실습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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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상호 : 씨앤디아이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매화산단 3길, 58
Tel : 031.313.2246 / Fax : 031-313-2248

Homepage : www.cnd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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