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안내
회사

모집분야

모집직무

전공분야

모집인원

[SK이노베이션]
경영지원 [재무, 인사, 전략, 감사, 지속경영, 사회공헌 등]
비즈니스 [E&P사업관리, 배터리 마케팅 등]
엔지니어 [E&P엔지니어(Drilling/G&G/Petroleum Engineer 등 - 석사 이상)
배터리 엔지니어(생산/공정/품질/시스템개발), 정보전자소재 엔지니어
(품질) 등]
연구개발 [석유기술, 화학기술, 기유기술, 윤활유기술, 유기합성, 분석,
배터리, 전자용 Chemical, Performance Chemical 등 - 석사 이상]
※ 근무지 : 서울/대전/서산/증평
[SK에너지]
비즈니스 [석유제품 마케팅 등]
엔지니어 [화공엔지니어(생산/공정관리), 기계엔지니어(설비관리),
전기엔지니어(Utility) 등]
※ 근무지 : 서울/울산

SK이노베이션 계열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신입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종합화학]
경영지원 [재무 등]
비즈니스 [화학제품 마케팅 등]
엔지니어 [화공엔지니어(생산/공정관리) 등]
※ 근무지 : 서울/울산

[엔지니어/연구개발 우대전공]
화공/화학/소재/고분자/기계/전기/전자/
금속/산공/자원공학/지질학/석유공학 등
* 연구개발/E&P엔지니어 :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필수

OO명

[경영지원/비즈니스 우대전공]
상경/법학 등

[SK루브리컨츠]
경영지원 [전략기획, 성과관리 등]
비즈니스 [윤활유 마케팅, 기유 마케팅 등]
엔지니어 [화공엔지니어(생산/공정관리) 등]
※ 근무지 : 서울/울산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인천석유화학]
엔지니어 [화공엔지니어(생산/공정관리) 등]
※ 근무지 : 인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경영지원 [전략기획, 성과관리 등]
비즈니스 [Trading 등]
※ 근무지 : 서울
[마케팅]
유무선(이동통신/초고속 인터넷 등) 마케팅전략 · 기획
유통채널(대리점) 관리
Seg.별 서비스/프로모션 기획
[B2B 솔루션 사업]

對 기업용 솔루션 사업 진행 (상품기획-영업-프리세일즈-컨설팅(제안)-Delivery)
※ 기업용 솔루션 : IoT Platform, T Cloud, Cloud BEMS, Big Data 기반 솔루션
(Hadoop DW, Geovision) 등

SK텔레콤

신입

[마케팅] 전공무관
[B2B 솔루션 사업] 전공무관

[Network & IT]
차세대 Network 상용화 및 운용 • 개선
IT 부가서비스(인증, 과금 등) 운용
통화품질 경쟁력 확보, IT Infra 개선

[Network & IT] ICT 분야 학사 이상
※ ICT 분야 : 전자, 전기, 전산, 통신 등

[R&D]
LTE-A, 5G 등 관련 차세대 Network 진화기술개발

[신규 서비스 기획] 전공무관

[신규 서비스 기획]
Mobile App. 관련 신규 서비스 전략 • 기획 • 운영 • 고도화

[R&D] ICT 분야 석사 이상, 박사 우대
※ ICT 분야 : 전자, 전기, 전산, 통신 등

OO명

[소프트웨어개발] 전산학과 및 유사 학과 학사 이상
[Big Data] Data 분석 • 모델링 • 엔지니어링 관련 역량 보유자 우대

[소프트웨어개발]
Mobile App. 개발, 서버 • 플랫폼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운영 등
[Big Data]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데이터 엔지니어링(대용량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운영)

[상사]
Trading

SK네트웍스

신입

[Car biz]
사업기획/개발
마케팅/영업
[Energy Marketing]
영업/영업관리
[정보통신]
영업/영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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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Trading] 전공무관
* 외국어 Speaking 점수 제출 필수
Car biz
[사업기획/개발, 마케팅/영업] 상경계열 우대
Energy Marketing
[영업/영업관리] 상경/인문계열
※ 지방근무 가능자 우대
정보통신
[영업/영업관리] 전공무관

OO명

회사

모집분야

모집직무

[R&D]
설계, CAE, 소자, 공정통합, 장비기술, 제품, System Engineering, Solution

R&D

[제조]

제조
이공계열

품질보증

SK하이닉스

신입

[마케팅]

마케팅
이공계열, 상경계열

[경영지원]
IT, 환경안전

경영지원
IT계열, 환경/안전/산업보건

[통계]

통계
통계, 응용공학, 수학, 응용수학, 전산, 산업공학

SK증권

SK E&S

SK가스

SK플래닛

신입

신입

신입

신입

신입

Bio R&D
Bio의약품(vaccine)의 배양/정제공정 연구개발, 분석법 개발, Research QC/QA,
GMP validation, 공정 scale-up
생산관리/품질관리[안동백신공장]
• 생산관리 : 제조 및 공정관리, GMP Supporting, 생산설비 유지관리
• 품질관리 : Quality Control, Quality Assurance

[WM부문]
PB (서울/경기, 이천, 대구)
[본사Biz]

OOO명

[Bio R&D] 생명공학, 생명과학, 발효, 미생물, 유전공학, 약학 관련 전공
* 석사 이상

OO명

[생산관리/품질관리] 생명공학, 생물학, 생화학 관련 전공

[PB] 전공무관
[IB/Trading] 전공무관, 상경계열 및 외국어 능통자 우대

IB/Trading/Wholesale

[Wholesale] 전공무관, 상경계열 우대

[E&S]

전력사업 [전력사업기획 • 개발 • 운영/ 집단에너지사업기획 • 개발 등]
LNG사업 [LNG사업기획 • 개발/ 가스전 개발/ LNG Sourcing 등]
경영지원 [재무 • 회계/ 언론 • 홍보/ 기획 등]

E&S 우대전공
[전력사업] 전기/ 기계/ 화공/ 상경
[LNG사업] 공학계열/ 자원/ 지질/ 상경
[경영지원] 전공무관

[충청에너지서비스]
기술영업 [신규사업개발/ 신재생에너지/ 영업기획/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충청에너지서비스 우대전공
[기술영업] 상경계열/ 이공계열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경영지원 [HR(인사기획 • 운영)/ 재무 • 회계]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우대전공
[경영지원] 상경계열

[강원도시가스]
경영지원 [HR(인사기획 • 운영)]
안전 [안전기획(안전관리 체계화, 안전기법 분석)]

강원도시가스 우대전공
[경영지원] 상경계열
[안전] 이공계열

[위례에너지서비스]
공무 [배관설계]
기술지원 [지역난방 공급관리]
경영지원 [사업기획]

위례에너지서비스 우대전공
[공무] 기계/ 토목 등 이공계열
[기술지원] 기계 등 이공계열
[경영지원] 기계 등 이공계열

[PMP]

전력사업 [전력사업기획 • 개발 • 운영]

PMP 우대전공
[전력사업] 전기/ 기계

마케팅
마케팅 기획, 국내 B2B / B2C 영업

[마케팅]
상경/인문/공학

Global Biz.
LPG Trading, Trading Operation, 해외사업개발

[Global Biz.]
상경/인문/공학 * 공인영어성적 제출 필수

Engineering
LPG 공급/저장 시설 설계 검토, 기술지원, PDH Plant 운영
경영지원
재무, 전략기획

[Engineering]
화공/기계/전기
[경영지원]
상경/인문

Engineering
Data Engineering, Programming, System Engineering

[Engineering]
Software개발 관련 학과 우대

Business
사업기획, 사업개발, 마케팅/제휴, MD

[Business]
전공무관 * 공인영어성적 제출 필수

Advertising

[Advertising]
전공무관 *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광고제작 직군

모집인원

이공계열

마케팅

통계

SK케미칼

전공분야

OO명

OO명

OO명

OO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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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안내
회사

모집분야

모집직무

전공분야

모집인원

ICT
[R&D]
Big Data, Cloud, AI, IoT 등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오픈소스, 알고리즘, 아키텍쳐 등 기반기술 연구/개발
SW 및 품질 향상 솔루션 연구/개발

SK㈜ C&C

신입

[Application 개발/운영]
Big Data, AI 등 신규 ICT 기술 기반 서비스
Fin Tech., 금융차세대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Smart Factory 등 제조자동화 시스템
MIS, ERP 등 경영지원시스템

[ICT]

컴퓨터공학, 전산, 산업공학, 수학, 전자전기, 통계 전공자 우대

[ICT(지역)]
컴퓨터공학, 전산, 산업공학 등 관련 전공자 우대 (지역 근무 가능자 限)

[Infra 개발/운영]
Cloud기반 서비스(Cloud Z) 구축/운영 및 마케팅
System, Network, Database 등

OO명

[경영지원]
상경계열 전공자 우대

ICT(지역)
Data Center 운영[대전]

생산 및 공정관련 시스템 운영[울산/서산]
경영지원
신성장 사업 발굴/개발 및 전략 수립
재무, 회계, HR

SK브로드밴드

신입

마케팅/영업
미디어 마케팅(Btv 서비스기획, VOD 콘텐츠 마케팅)
B2B 마케팅(B2B 마케팅기획/영업지원/Marketer)
B2C 마케팅(B2C 마케팅기획/영업지원/Marketer)
Data 분석

[마케팅/영업] 우대전공
Data분석 : 통계학, 수학, 빅데이터 관련 전공
[NW/기술] 우대전공
미디어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NW/기술
미디어 기술
NW보안

OO명

정보보안 관련 전공 우대

IP Network
Data Base 분석/설계/운용
중추신경질환/항암 신약개발 연구
신약후보물질 설계 및 합성, 약효 평가 모델 구축 및 운용, 과제 도출 및 진행 등
제제연구
임상 시험용 제형 개발, 제제설계 및 신약 물성연구,
약물전달 시스템(DDS) 개발, GMP CMO 관리

SK바이오팜

신입

[항암 신약개발 연구]
암생물학/생화학/세포분자생물학/면역학/수의학/약학/유기화학/의약화학
및 관련 분야 * 석사 이상

임상개발
임상관련 조사 및 계획, 임상시험 관리

[임상개발, 허가, 학술마케팅]
약학, 제약학, 생명과학 관련 전공

학술마케팅
신약 시장조사, 학술마케팅 계획

모집대상

신입

안전환경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System 운영 및 실행
환경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등 SHE 관련 시설 관리
공정 위험성 평가, 화학물질 관리
SHE 관련 법정 교육, 실사 및 대관 업무 수행

[공정개발(R&D)]
화학, 화공, 공업화학 및 관련 전공
- 석사 이상 우대
※ 근무지 : 대전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접수기간 : 2016년 9월 1일(목) ~ 9월 23일(금) 24: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년 10월 14일(금)
• 필기전형일자 : 2016년 10월 23일(일)

• 서류전형 ▶ 필기전형(SKCT) *▶ 면접전형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전형방법

[안전환경]
안전공학, 환경공학 및 관련 전공
- 산업안전기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무지 : 대전/세종

공정개발 [R&D]
의약품 중간체, 원료의약품 공정개발 연구
연속공정 개발/최적화 연구 (Flow synthesis : 연속반응을 이용한 유기합성)
분리정제 및 Scale up 연구
상업화 공정개발 및 생산 기술지원

•'17년 1월 입사 가능자

*금번부터 미국 현지에서도 진행 예정(뉴욕, LA, 휴스턴)

전형일정

※ 미국은 현지 일자 기준 10월 22일(토) 실시

※ 지원서 또는 제출서류상 허위 기재가 있거나 자기소개서 표절이 확인된 경우, 전형단계에서의 불이익 및 입사 취소 가능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세부사항은 www.skcareers.com 및 SK채용 공식 블로그 www.skcareersjournal.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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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명

[제제연구]
화학, 약제학, 고분자 관련 전공 * 석사 이상

허가
신약 허가등록

SK바이오텍

[중추신경질환 신약개발 연구]
생명과학/유기화학/의학/약학/수의학 및 관련 분야 * 석사 이상

O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