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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R&D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병역특례) 추가모집
1. 모집분야
연구분야

세부분야

화학공정

기상반응 공정 및 Pilot Test, 반응기 설계 및 운전

유기합성

촉매합성,
촉매합성, 유기합성 반응 공정

환경

폐수 재이용,
재이용, 에너지 절감, 분리막 이용

화학

석탄/
석탄/석유화학 제품 및 응용제품,
응용제품, 산업용 Chemical 개발

태양광
소재/
소재/재료
분석

근무지

성남
중앙 연구소

태양전지,
태양전지, CVD
Si를
Si를 이용한 소재 및 응용제품,
응용제품, 무기합성,
무기합성, 단결정 성장 및 응용 소재
기기분석

2. 지원자격
가. 기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의 석사 및 박사(
박사(2011년
2011년 12월
12월 이전 입사 및 학위 취득 가능 인원)
인원)
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1
2011. 9. 29(
29(목) ~ 채용시 마감(
마감(추가모집으로 2011년
2011년 TO 소진까지 선착순 마감)
마감)
나. 접수방법 : 당사 홈페이지(www.oci.co.kr)
홈페이지(www.oci.co.kr)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

4. 제출서류
가. OnOn-line 입사지원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다.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석사학위 취득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포함)
라. 석사/
석사/박사 학위 논문 또는 초록/
초록/재학중 발행된 논문(MS
논문(MS Office 2000 Ver.)
마. 외국어(TOEIC,
외국어(TOEIC, TOEFL, TEPS, HSK, JPT, TOEIC SPEAKING, OPIC 등) 성적증명서
※ 외국어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최근
(최근 2년
2년 이내 성적에 한함)
한함)
바. 보훈대상자 증명서(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한함)
※ 입사지원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전형 시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합니다.
※ 지원서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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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절차

6. 기타사항
- 보훈대상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우대함

7. 문의처
- OCI주식회사
OCI주식회사 채용팀 담당자(
담당자(서울시 중구 소공동 50 OCI빌딩
OCI빌딩)
빌딩)
- Tel : 0202-727727-9317 / 9315
- E-MAIL : recruit@oci.co.kr
- 홈페이지 : www.o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