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demitsu Kosan Co., Ltd. 채용연계형 인턴십(일본근무) 모집요강
구분

항목
고용형태

직무
근무지

2018 Idemitsu Kosan Co., Ltd. 채용연계형 인턴십(일본근무) 모집요강
채용연계형 인턴십

※일본어능력시험N1합격시 정규직 전환

（일본어학습을 위한 강좌 수강료 회사측 부담）
전자재료부 전자재료개발센터
■인턴급여

OLED 재료 연구개발직

시급 1,685엔
예상월수입 252,750엔*(월 20일/1일 7.5시간 근무기준)

■예상연수입 (2년차：정규직 전환 이후) 371만엔
(3년차：정규직 전환 이후) 460만엔
급여

※2년차 이후는 정규직 전환의 경우 예상연수입
■상여：있음（연2회. 단, 인턴 기간은 해당없음）
■퇴직금：있음 (정규직 전환 이후부터)
■인턴기간：원칙적으로 1년（1년 이내에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취득하지 못한 경우 최대 2년까지 기간연장.
정규직 전환 이후는 정규직 사원으로 무기한 계약)
《휴일・휴가》
■주5일제（토일 휴무）
■공휴일, 창업기념일, 연말연시, 연차유급휴가

대우

《복리후생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

■각종 사회보험 완비
■사택대여, 주택보조수당
■일본어 연수비용 전액지원
■사내식당, 통근버스
■출산, 육아제도
■통근수당
■시간 외 업무수당 등
・일본어연수

연수제도

・신입사원연수 등 계층별 사원연수
・능력개발연수
・전문연수
・OLED 평가 및 해석 경험자(대학, 대학원 OLED 연구실 출신자)

우대사항

・물리, 화학, 전자 등 넓은 범위의 기술지식을 보유하여 다면적으로 반도체 디바이스를 연구, 해석 가능한 자
・일본어 상급자（일본어능력시험(JLPT) N1급)
※서류 및 면접전형 진행시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본어 지식이 없는 분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이공계 전공 대학원생 이상
・유기화합물 구조 및 물성상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자격
・어학레벨
영어（커뮤니케이션 레벨 이상）
채용예정인원

○명

・OLED 재료 성능평가, 해석

인사관련
직무내용상세

・OLED 재료 분자설계에 대한 물성적 측면의 피드백
・고객과의 제품개발 미팅

입사후육성제도
채용전형

채용전형

모집기간

면접방식 및 일정

입사 후 일본어 미학습자 대상 일본어연수 실시(비용전액 회사부담)
①서류전형 （이력서, 연구테마 개요)
②면접（복수면접 중 １회기술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실시）
2017년 9월 18일(월)~2017년 11월 5일(일) 23:00까지

면접진행예정기간: 2017년 가을(11월, 12월경)
최종합격발표예정: 2017년 12월

【근무지 사업개요 및 한국 채용실시 배경】
이데미츠코산은 1980년대에 OLED 연구 및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97년 청색발광 재료 개발을 통해 세계 톱 클래스의 실
용성능을 보유한 OLED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내외 다수의 전기 생산기업에 OLED 재료를 제공하며 카오디오와 휴대전
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이 자사 제품에 이데미츠코산의 OLED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집배경

이데미츠코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세계 최고레벨의 성능을 갖춘 OLED 재료를 제공하며, 동시에
오랜기간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의 디바이스 구성을 제안하는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향후
확대될 TV나 스마트폰 등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니즈에 따라 보다 고성능의 제품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 고객의 니즈에
응답하기 위하여 OLED 재료 연구개발직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 클라이언트는 한국 전자제품 생산기업으로 향후 한국인 사원이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디스플레이 산업전개 거점과 연구개발 거점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홈페이지: http://www.idemitsu-kor2018.com/
연락처

문의 및 이력서 접수

문의 및 접수처: apply@asianjob-ex.com
카카오토크 옐로아이디: idemitsuglob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