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
GLOBAL NO.1 화학소재 핵심기업을 추구하는 국도화학에서 미래를 함께할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십니다.
1. 모집 부문
구 분

연구개발

세부 사항
-

유기 및 고분자 합성
점접착 필름 소재 개발
광경화수지 합성 및 개발
실리콘 화합물 합성
반도체 Packaging 소재개발
산화 환원 반응 화합물 합성
에폭시용 경화제 합성 및 개발
폴리이미드 합성 및 개발
Polyol 및 Polyurethane System 분야 연구 개발
복합소재용/중전기용 에폭시수지 합성 및 연구 개발

연구지원

- 물성평가(도료 및 코팅 분야)

국내영업

- Chemical 국내영업

해외영업

- Chemical 해외영업

전략구매

- Chemical 구매

기

획

-

재

경

- 세무, 회계(IFRS)

인도투자추진본부

생산엔지니어

관련 전공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신소재공학
관련 전공

본사
(서울)

신사업 기획
M&A
중장기 사업계획
투자 타당성 검토
예산기획 및 관리

전공무관

- 인도 투자 기획, 추진, 관리 (인도 근무 경험자 우대)
- 공정기술 개선
- 공장 자동화
- 유틸리티

근무지

화학공학, 공업화학
관련 전공

2. 지원 자격
- 학 력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2017년 8월 졸업 예정자 (연구개발 부문 신입지원자는 석사 이상)
- 경 력
· 연구개발·연구지원·국내영업·해외영업·전략구매·경영기획·재경 부문 : 해당 직무 3년 이상 경험자
· 인도투자추진본부·생산엔지니어 부문 : 해당 직무 5년 이상 경험자
- 어 학
1) 해외영업 부문
· 영어 OPIc IH, TOEIC Speaking Lv.7 이상 자격 보유자로 영어회화 가능자 또는
新HSK 6급 자격 보유자로 중국어회화 가능자
2) 전략구매 부문
· 영어 OPIc IH, TOEIC Speaking Lv.7 이상 자격 보유자로 영어회화 가능자
3) 인도투자추진본부 부문
· 영어회화 능통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인 자

3. 지원자 유의사항
- 인도투자추진본부·생산엔지니어 부문은 경력만 지원 가능하며 그 이외 부문은 신입, 경력 지원 가능

4. 지원기한 및 방법
- 2017. 2. 19(일), 24:00까지 당사 Homepage에서 접수
* Homepage : www.kukdo.com
※ 연구개발 부문은 당사 홈페이지 접수 시 Polyol 및 Polyurethane System 분야 연구 희망자는 PU연구,
복합소재용/중전기용 에폭시수지 합성 및 연구 희망자는 CNC연구, 그 이외 부문은 종합연구를 선택하여 지원

5.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인적성 검사 ▷ 면접전형 ▷ 채용검진 ▷ 최종합격

6. 기 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대상자는 우대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일정 및 추가 제출서류를 개별 통지합니다.
제출된 입사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서 및 채용 관련 허위사실 발견시 불합격 또는 입사취소 처리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당사 인사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282-1353～5)

국도화학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