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cker Chemicals Korea Inc., Pangyo Techno Valley, S-3F, 231 Pangyoyeok-ro,   
  
 

수신: 주요 대학교 취업지원실 담당자님께  

참조:  화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전공 사무실  

 
 

  As discussed 

  Thank you 

  To be kept on file 
 
Requested action:  
 

  For your information 

  For review and comment 

  Take appropriate action 

  Contact me 

  Please return  

2023년 2월 28일    

 

제목: 바커케미칼코리아 실리콘 사업부 R&D Technical Engineer 인턴 채용  

 
  

1. 안녕하십니까?  당사 실리콘 전자재료 사업부에서 R&D 인턴직 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모집 요강 및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부탁드리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요강]   

 모집부문: 바커케미칼코리아 실리콘 R&D Technical Engineer 인턴 채용  

 접수기간: 2023.03.02(목) – 2023.03.10(금)  

 채용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건강검진 > 최종합격 

 근무형태: 인턴 (1 년)  

 본 포지션은 근무기간동안 평가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정규직 전환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  

바커케미칼코리아는 글로벌 독일 화학기업인 바커그룹(Wacker Chemie AG)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실리콘 및 응용 제품 (엘라스토머, 플루이드, 에멀전, 레진, 실란, 실리카, 실란트 등)과 VAE 디스퍼전 

및 건축용 폴리머 파우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에너지, 자동차, 

전자, 건축, 반도체 등 고성장 산업 분야에 사용됩니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으로 현재 울산과 진천에 각각 폴리머와 실리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교와 안양에 

폴리머와 실리콘 기술 연구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독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지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 현지화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화학 소재 산업 글로벌 리더로서 

꾸준히 성장하여, 한국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www.wacker.com)  

 

  

HYEWON KANG  
FS/SEL  
 
Wacker Chemicals Korea Inc.  
Pangyo Techno Valley  
S-3F, 231 Pangyoyeok-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494, Korea   
Tel. +82 31 697 7205  
hyewon.kang@wac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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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부문  세부직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바커케미칼코리아  

실리콘 전자재료 

사업부  

 
R&D  
Technical Engineer 

인턴 (O명) 

ㆍ RTV Silicone Adhesive 제품 개발 

ㆍ Lab 단계 조성 개발, Scale-up 단계 

조성 개발, 

   Plant 단계 조성 설계 및 초도 생산 

ㆍ RTV Silicone Adhesive 제품의 특성 

검사, 기초 분석 (IR, GC, TMA…) 

ㆍ RTV Silicone Application 고객 지원 

(출장) 

ㆍ근무지 : 판교 

 
 

[필수사항] 

ㆍ대졸 이상 

ㆍ화학과, 화학공학, 공업화학 

등 화학 계열 유사 전공 

ㆍ Office 사용 능력 

 

[우대사항] 

ㆍ Silicone RTV-1 Adhesive 

합성/조성 개발 연구 경력 

ㆍ Silicone 합성/조성 개발 

연구 경력 

ㆍ타 화학계열 Adhesive or 

Coating 재료 합성/조성 

   개발 연구 경력 

ㆍ영어 의사 소통 가능  

ㆍ석사 이상 

 
 

[입사지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바커케미칼코리아 인사부 담당자 (Hyewon.kang@wacker.com)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문서 양식은 PDF 형식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주)바커케미칼코리아 

                                                                                       

대표이사  조  달  호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