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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0
문서번호

: 경영관리-관리-2019-018

수

신

: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

참

조

: 사업지원팀장

제

목

: IWE Welding Engineer 채용 협조 요청건

1. 귀 학교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채용 모집요강을 첨부드리오니 주식회사 한텍과 함께 할 관심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화공기기 용접 기술자(Welding Engineer) 채용 직무(자격요건)
- 용접기술 관리
- WPS & PQR 작성 (유경험자)
- 열처리 절차서 작성 (유경험자)
- 화학플랜트 장치 (열교환기, 반응기, 압력용기 등) 유경험자
- IWE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자격 보유자

3. 참고로 당사의 홈페이지는 www.hantechltd.com 입니다.

※ 첨 부 : 회사소개 및 용접기술자 모집요강

박 건 종
대표이사 / ㈜한텍

www.hantechltd.com

첨부:회사소개

(주)한텍은 1973 년 한국비료에서 기기사업부로 출발하여
1998 년 삼성정밀화학(주)에서 독립 분사 2011 년 후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한텍으로 새롭게 창업한지는 22 년차이며 실질적으로는 47 년의 업력으로 화학공업에
사용되는 화공기 장치를 생산하여 화학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929 억,인력 158 명으로 인당 매출 12 억원 수준입니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열교환기,반응기를 위주로 한 화학장치,저온가스 저장을 위한 초저온
설비 및 각종 저장탱크류가 있으며 특히 당사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티타늄, 지리코늄등
비철계통의 특수 화공기 제작에 관련한 특허를 3 건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탱크 제작사업은 초저온탱크, 볼탱크, 돔탱크를 제작하여 전량 국내에 납품하고 있으며,
가스회사, 철강회사, 반도체회사 等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발전사업 및
원자력사업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 사업으로 탱크설비 및 화공사업을
기반으로 원자력사업과 발전설비를 회사의 역량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코자 합니다.
거래선 으로는 국내에서는 삼성, 포스코건설, 한국산업가스등 의 대기업과 일본, 중국,
싱가폴, 미국, 프랑스, 대만등으로 다국화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PLANT 설비 전문업체‘로
세계속의 한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관련 자료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hantechltd.com 을 보시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역량있는 용접기술자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성그룹 ㈜한텍 용접기술자(Welding Engineer)채용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용접기술자

담당업무
용접기술 관리

(Welding

WPS & PQR 작성

Engineer)

열처리 절차서 작성

자격요건
- 학력 : 대졸 (4 년)
IWE 자격 보유자
WPS & PQR 유경험자
화학플랜트장치 유경험자 (관련 경력자 우대)
영어가능자

전형절차
*

*

서류전형
1 차 면접(실무부서장)
2 차 면접(임원진)

*

신체검사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이력서 이메일 발송접수 또는 사람인(채용포털) 제출)

*

경력증명서 사본
각종 취득자격증 사본
※ 관련서류 스캔 또는 파일로 이메일(youngjoo@hantechltd.com) 송부

*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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