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ze the #Chance
#더 많은 학습기회 #커리어 #시작, from OCI

Make a #Challenge
#도전 #이루어지는, at OCI

Chance, Challenge, Change 는
OCI의 핵심가치 입니다.

#Change for the better
#함께하는 #변화 #미래, with OCI

Global Leading Green Energy and
Chemical Company
2019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접수기간 2019년 9월 10일(화) 부터 10월 10일(목) 오후 1시 까지
접수방법 당사 홈페이지(recruit.oci.co.kr) 채용 안내 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
모집 분야
모집구분

기술
지원
(0명)

경영
지원
(0명)

R&D
(0명)

수행업무

우대사항/관련전공

근무지

화공
엔지니어

•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 공정 운영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및 생산 기술 개발
• 생산활동과 관련된 SH&E 관리

• 화공기사 등 관련 자격증

군산/
포항

전기
엔지니어

• 전기/계장 설비의 설치/교체/유지/보수
• Plant 증설 및 건설 프로젝트 전기 설비 담당

• 전기기사 등 관련 자격증

포항

Chemical
사업/영업

• 국내외 시장조사 및 환경분석
• 국내외 경쟁제품 분석(원가, 특성)
• 국내외 영업 계약이행 관리

• 영어/중국어 능통자
• 대인관계능력 우수자

서울

Chemicals

• 초고순도 물질 분리 및 정제기술
• 반도체 process chemical 개발 및 응용
• 유기합성 및 고분자 중합
• 나노물질 및 실리카분체 합성/분산 기술
• 신규 분석기술 개발

• 화학공학
• 화학
• 재료/신소재공학

Inorganic
Materials

• 석탄/석유화학 신제품 개발 및 응용
(Carbon Black, Pitch, BTX 등)
• 고기능성 첨단 무기 소재 개발
• 폴리실리콘 및 실리콘 관련 소재 개발
• 플랜트 장치 소재 선정 및 부식방지 기술

• 화학공학
• 화학
• 재료/신소재공학
• 고분자공학

•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Big Data
• 공정 개선, 기술 지원, 장치 설계, 공정 모사 및 최적화
• Pilot plant 실험 및 상업화 설계
• 신규 사업 검토 및 발굴, 기술사업화

• 통계학, 전산학
• 산업/컴퓨터 공학
• 화학공학
• 재료/신소재공학

Process
Development

성남

※ 모집 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공통 지원 자격

•기 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보유자(온라인 지원서 작성일 기준)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는 입사 지원 시 온라인 입사지원서 제출
•R&D 지원자는 입사 지원 시 연구논문 업로드(석/박사 보유자에 한함)
•그 외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채용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지원서 입력

서류 전형
인성 검사

면접 전형(1차/2차)
채용 검진

최종 합격

※ Step 3~4 일정은 각 지원분야 및 각 인원의 면접결과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채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http://recruit.oci.co.kr
OCI 60주년, Since 1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