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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Systems Engineer (ASE) 직무 소개 

근무지: 싱가포르 

입사예정일: 2014년 7월 28일 
 
현재 세계는 보다 빠르게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Internet of Everything의 일부가 되어 아직 미연결된 부분을 연결하세요. Cisco 

Sales Associates Program은 기술에 열정적이고 성취욕이 강한 외향적 신입 인재를 찾습니다.   

 

성공적인 Associate Systems Engineer (ASE)는 네트워크 관련 지식을 넓히고 Cisco의 세일즈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고객들에게 

기술 지원을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한 환경 아래 Cisco 의 최정상의 전문가들로 부터 배우세요. Cisco Sales Associates Program 은 Cisco 에서의 여러분의 

성공적인 엔지니어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환경 속에서 12개월 간 사내교육을 제공합니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와 본인의 

커리어 목표를 발전 시키며 최첨단 기술과 함께 실습 중심의 교육과 경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첫 3개월 간은 Cisco의 아키텍처, 솔루션, 제품, 경쟁사를 포함한 최신의 기술 동향에 집중된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이 후 

9개월 간 Cisco Global Virtual Engineering 팀에서 엔지니어 직무를 맡아 분야별 기술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격증 공부와 

가상 교육을 병행합니다.  

 

Global Virtual Engineering 팀은 전세계에 퍼져있는 고객, 파트너, 세일즈 담당자들에게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계층 기술 

프리세일즈 조직입니다. CSAP 졸업 후, Cisco 내의 Virtual Systems Engineering 업무를 맡는 담당자로 승진하여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  

•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최소 이공계 또는 문과대 학사) 

• 근무 시작 전 공인된 대학교에서 졸업 

• 최소 학점 3.5 이상 또는 이에 동등한 학점 

• Electrical, Computer, or Networking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MIS,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Physics 학위 소지자 선호 

• 관련 산업내 기술 지원, 프리세일즈 지원, 설치 및 세일즈 경험자 우대 

• 영어 및 한국어에 유창한 자 (쓰기& 말하기) 

 

 
해외 근무 요건: 

• Year 1: 싱가포르의 Cisco Sales Associates Program 트레이닝 허브에서 근무. 비자및 이동 관련 지원 제공  

• Year 2: 싱가포르의 Global Virtual Engineering 팀의 Virtual Systems Engineering 업무 담당  

• Year 3: 사내의 Systems Engineering 직에 지원 가능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원서 지원:  www.cisco.com/go/universitycsap 
 
입사예정일: 2014년 7월 28일 

 
보다 자세한 정보와 업데이트는 Cisco Sales Associate Program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CSAP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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