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상반기 인턴/신입사원 모집 안내
회사

모집분야

모집직무

SK이노베이션
[경영지원]
재무/감사/최적화
[비즈니스]
E&P/배터리 · 정보전자소재
[엔지니어]
배터리 · 정보전자소재 : 생산기술/기계기술
SK에너지
[경영지원]
HR/홍보
※ 근무지 : 울산
[엔지니어]
생산기술/기계기술/전기기술

SK이노베이션 계열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인턴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전공분야

모집분야

[비즈니스] - E&P
상경계열, 자원공학, 지질, 지질공학, 지구물리
(Global Business 수행)
[비즈니스] - 배터리 · 정보전자소재
상경계열, 인문계열, 어문계열, 산업공학
(Global Business 수행)

[비즈니스] - 트레이딩
산업공학, 화학공학, 화학, 통계, 수학, 컴퓨터공학, 상경계열
(Global Business 수행)

SK인천석유화학
[경영지원]
HR
[엔지니어]

[엔지니어] - 배터리 · 정보전자소재 생산기술
화학공학, 화학

SK하이닉스

신입

OO명

기계공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엔지니어] - 생산기술
화학공학, 화학, 고분자

인턴

[IoT사업]
IoT 사업 추진, IoT Biz. 마케팅, Biz. 컨설팅
[서비스 기획]
Mobile App. 및 Connected Device 관련 상품 전략 · 기획 · 운영 고도화
[소프트웨어 개발]
Mobile App. 개발, 서버 · 플랫폼 모니터링, 데이터 최적화,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IT]
① Platform Infra : Platform Infra 및 IT 시스템 설계 · 구축 · 운영
② IT 서비스 : Data 기반 사내 IT 서비스 혁신, 전사 IT 최적화 및 보안 강화

SK텔레콤

신입

[R&D]

① 차세대 Network
② SDDC
③ Software Engineering
④ AR/VR 개발
※ 모집대상 : 18년 1월 입사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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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DRAM소자, Flash소자, System IC소자 등

[공정]
전기, 전자, 재료금속, 화학화공, 물리, 반도체, 기계

[제품]
DRAM제품, Flash 제품

[Solution]
전기,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IT융합

[공정]

제조공정, R&D공정, Package, Test

[System Engeering]
전기, 전자, 반도체, 전산, 컴퓨터, 정보통신, 물리

[Solution]
SoC, Hardware, Software

[Utility]
전기, 기계, 화공, 건축

[System Engineering]

[IT]

[경영지원]
재무, 전략기획, IT, Utility

전산, 컴퓨터, 산업공학, 경영정보학, 전기, 전자, 반도체

[품질보증]

경영학, 회계학

[마케팅]

[전략기획]
경영학, 경제학, 산업공학, 이공계열

[경영지원]
HR, 구매/물류, 재무/회계 등
※ 근무지 : 진천, 진천/서울, 수원/서울

[엔지니어] - 전기기술
전기/전자공학
신입

[마케팅]

[재무]

[ICT Infra]
전자 · 전기/통신/컴퓨터 등 ICT 분야 전공
[IoT사업]

상경계열

[생산/기술]
EM Engineer(전기, 기계)
※ 근무지 : 울산

※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자 우대

E&S
[전력사업기획]
국내외 시장/정책 동향조사, 선진사 Benchmarking
[LNG Trading]
LNG Market Data 정리, LNG Pricing 자료 분석
[Global LNG사업개발]
Global LNG 신규 사업개발 지원
[국내 LNG사업개발]
국내 LNG 신규 사업개발 지원
[HR]
인사 기획/운영 지원

전공무관

OO명

전공무관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전산 등 유사 관련분야 전공
[IT]

컴퓨터/전산/통계 등 IT 관련분야 전공
* 석사 이상 우대

[Big Data]
Data 분석 · 모델링 · 엔지니어링 관련 역량 보유자 우대
OO명

인턴

[경영지원]

[생산관리]
생산기획/Engineer/품질관리
※ 근무지 : 울산

[안전환경]
SHE분야(안전/환경)
※ 근무지 : 울산

전공무관

[R&D]
전자 · 전기/통신/컴퓨터 등 ICT 분야 전공
* 석사 이상

OOO명

전기전자, 반도체 등 이공계열, 상경계열

SK E&S
[Big Data]
① Data Modeling :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② Data Engineering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 운영
※ 모집대상 : 18년 1월 입사 가능자

[제품]
전기, 전자, 컴퓨터, 반도체, 물리

[마케팅]

[엔지니어] - 기계기술
기계공학, 재료공학

[서비스 기획]

모집인원

[품질보증]
전기, 전자,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마케팅]

[ICT Infra]

회로설계, 배치설계, CAE 등

상품기획, 영업마케팅 등

SKC

차세대 ICT Infra 경쟁력 강화 및 운용 · 개선, 무선통신 서비스 품질 운용/개선,
IT · 보안 · 통신부가서비스 시스템 운용

[설계]

[엔지니어] - 배터리 · 정보전자소재 기계기술

생산기술

전공분야

[소자]
전기, 전자, 물리, 반도체, 재료금속

[경영지원] - 최적화
상경계열, 화학공학

SK루브리컨츠
[비즈니스]
마케팅/사업기획

유무선 마케팅 전략 · 기획, 현장 마케팅 기획 · 운영 · 관리, 상품 · 서비스 및 Sales
Tool 기획 · 개발

모집직무

[설계]
전기, 전자, 전파, 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 물리

[경영지원] - 홍보
신문방송, 언론정보, 상경계열, 인문계열, 어문계열

[비즈니스] - 마케팅/사업기획
상경계열, 인문계열, 어문계열
(Global Business 수행)

※ 근무지 : 서울/인천/증평/울산
※ '17.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는 인턴쉽 최종합격 이후 '17.9월 입사 가능

회사

[경영지원] - 재무/감사/HR
상경계열, 인문계열, 어문계열

SK종합화학
[엔지니어]
생산기술

트레이딩

모집인원

충청에너지서비스
[안전관리]
사용시설 안전전검 및 관리
[영업]
고객관리, 신규 시설 현장관리
나래에너지서비스(O&M)
[경영지원]
인사기획 및 교육 기획/운영
[기술지원]
발전기술 개발/시스템 관리 및 기술자료 관리
[운영지원]
발전사업기획, O&M 시장분석
파주에너지서비스
[사업운영]
발전소 운영 관리

[생산관리/생산/기술]
화학/화공, 고분자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전공

OO명

[안전환경]
산업/환경/안전공학 전공
※ 환경/소방/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E&S
[전력사업기획]
상경계

[Global LNG사업개발]
상경계/이공계
* 영어 또는 스페인어 우대
[국내 LNG사업개발]
이공계
충청에너지서비스
[안전관리]
산업/안전공학 전공
* [全 직무] 가스자격증 우대

OO명

나래에너지서비스(O&M)
[기술지원]
기계/전기/제어 전공
* 석사 우대
[운영지원]
기계/전기/제어 전공
파주에너지서비스
[사업운영]
기계/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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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17년 상반기 인턴/신입사원 모집 안내
회사

모집분야

SK㈜ C&C

인턴

모집직무

전공분야

[ICT]
Big Data · Cloud · AI 분야 Creative Biz. Model 발굴/실행
Application · Infra 구축 등

[ICT]

전산학, 수학, 통계 전공자 및 관련 경험 보유자 우대

[미디어마케팅]
미디어전략, Btv 서비스기획,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 기획, 광고사업

인턴

OO명

[미디어마케팅]
전공무관

[B2C&B2B 마케팅]
B2B&B2C 사업전략, 상품전략, 영업관리
프로모션/이벤트 수립, 고객 Comm./관리, 영업/유통 전략 수립
SK브로드밴드

모집인원

[B2C&B2B 마케팅]
전공무관

[Network]
IT관련 학과 우대 (전기/전자/컴퓨터/SW/통신 등)

[Network]
IP Network / Network 관제, 운용,기술지원, 보안
Data Base 분석/설계/운용

[미디어 기술]
IT관련 학과 우대 (전기/전자/컴퓨터/SW/통신 등)

[미디어기술]

OO명

[Big Data]
Big Data 관련 학과 석사 이상 필수
(통계, 수학, 산업공학, 경영정보학, 산업공학 등)

서비스 플랫폼 개발/운영, 신규 Device 개발, UI/GUI 기획

[Big Data]
Data Scientist, 빅데이처 처리, 통계분석 및 머신러닝, 비즈니스분석

[경영지원]

[경영지원]
재무/회계/구매 등 사업지원 Staff

전공무관

[중추신경질환 신약개발 연구]
신약후보물질 설계 및 합성, 신경/뇌 질환 관련 과제 도출,
약효 평가 모델 구축 및 운용, 약물의 작용 기전 연구
[중추신경질환 신약개발 연구]
약학/화학/생명과학/의학/수의학 및 관련 전공
* 석사 이상

[제제연구]
Preformulation 연구 및 임상 제형 개발,
신제형 제제 개발 및 Drug Delivery System 연구,
합성의약품 원료물질 평가 및 분석,
cGMP 생산관리 및 해외 CMO 관리

[제제연구]
약학/화학 및 관련 전공 (약제학/제제학 우대)
* 석사 이상

[약리연구]

신물질 약효 평가 및 약리기전 연구,
전임상/임상 개발 신물질 평가,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개발 및 적응증 확장을 위한 기초연구,
Pharmacological Data 관리,
Open innovation을 통한 project 발굴

SK바이오팜

신입

[약리연구]
약학/생명과학 및 관련 전공 (Neuroscience 우대)
* 석사 이상
[의약화학연구]
약학/화학 및 관련 전공
* 석사 이상

[의약화학연구]
항암과제 발의 및 진행,
화합물 디자인, 신물질 합성 등 합성신약 후보물질도출
[항암약리연구]

[항암약리연구]
약학/생물학/생물공학/수의학/면역학 및 관련 전공
* 석사 이상

[면역항암연구]

[면역항암연구]
면역학/생물학/생물공학/수의학 및 관련전공
* 석사 이상

항암질환 신규 타겟 규명 및 탐색,
항암활성 물질에 대한 약리학적 평가 및 기전연구
면역항암제 기술분석 및 과제전략수립,
면역항암제 과제운영 및 수행

[사업개발]
신약개발/제약사업 사업개발 업무,
Portfolio 사업개발 전략 수립 및추진,
Global Partnering 계약 체결 ,
Global/Regional 시장 분석과 제품의 Commercial Analysis (경제성 분석 포함),
경쟁제품 분석 및 해외전문가 인터뷰 등

모집대상

•인턴사원 : 인턴십('17년 7 ~ 8월, 8주) 근무 및 '18년 1월 입사 가능자
※인턴 평가결과에 따라 Job Offer

• 신입사원 : '17년 7월 입사 가능자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형방법

지원접수

O명

[사업개발]
생명과학/화학/약학 등 Life Science 전공
* 석사/박사/MBA 우대

• 접수기간 : 2017년 3월 9일(목) ~ 3월 24일(금) 24: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년 4월 14일(금)
• 필기전형일자 : 2017년 4월 23일(일)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 필기전형(SKCT)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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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