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요강

롯 데 인 재 확 보 위 원 회



구     분

▣ 모집 부문

▣ 전형 방법

▣ 지원서 접수 및 일정

▣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채용문의는 Q&A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 부문
[ 8개사 ]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면세점, 롯데슈퍼, 코리아세븐, 롯데홈쇼핑, 롯데닷컴

롯데건설, 롯데건설 CM사업본부, 롯데알미늄, 롯데기공,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서비스 부문
[ 8개사 ]

롯데월드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롯데시네마, 롯데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 롯데렌탈,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인재개발원

관광 부문
[ 1개사 ]

금융 부문
[ 4개사 ]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롯데자산개발, 롯데멤버스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첨단소재
유화 부문
[ 3개사 ]

건설·제조 부문
[ 5개사 ]

2017년 상반기 롯데그룹 신입사원 모집요강

● 지원하는 회사 및 직무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보유한 자, 2017년 7월 입사 가능자 (재학생일 경우, 2017년 8월까지 졸업 가능자)

● 병역필 또는 군면제자 ( 2017년 6월 전역예정자 포함 ),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응시 자격

 식품 부문
[ 7개사 ]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음료BG), 롯데칠성음료(주류BG),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중앙연구소, 롯데유통사업본부

모  집     회  사

▣ 모집 회사 [ 총 36개사 ]

● 입사지원사항 및 자격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합격)을 취소함

● 모집 분야 : 전학과 [ 기술직/전문직무군의 경우 전공제한 있음 ]

● 모집 인원 : 000명

▣ 서류전형 발표 예정일 : 2017. 4. 26(수) 전후

● 접수 기간 : 2017. 3. 21(화) 10:00 ~ 4. 3(월) 18:00 [ 14일간 ]

● 접수 방법 : 롯데 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을 통한 On-Line 접수  [ http://job.lotte.co.kr ]

● 1지망, 2지망 지망회사별, 모집 직무별로 전형 

●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1호, 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 자녀 해당자의 경우 우대함

Lotte Recruitment 

서류 전형 면접 전형 L-TAB 
(인적성검사) 

건강 검진 입문교육 

LOTTE 



모집회사

영업관리자육성대상 전국 운전면허 2종보통(수동) 이상 소지자 (필수)

기술 기계, 전자공학 관련학 전국

생산관리 식품, 생명공학 관련학 전국

마케팅 서울

해외사업 서울

경영지원 서울

생산관리 기계/산업공학 전국

회계 회계 관련학 서울

영업관리 경영/경제, 식품공학 관련학 전국

생산관리 식품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전국

영업관리 서울

시설 건축 관련학 서울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마케팅(빅데이터) 통계, 수학, 전산 관련학 서울 빅테이터 마케팅 분석 및 활용 가능자

공간디자인 실내건축, 인테리어 관련학 서울 실내건축기사, 컬러리스트, 3D MAX/스케치업 활용 가능자

경영지원 서울

롯데중앙연구소

롯데유통사업본부 0명

롯데리아 0명

연구개발
식품, 화학 관련학
미생물학

서울

   1. 식품 부문 [ 7개사 ]

비     고 [ 우대사항 ]전공분야 지     역직     무 모집인원

롯데칠성음료
(주류BG)

롯데푸드 0명

00명

0명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음료BG)

0명

강원, 경북, 전북식품, 화학, 환경, 전기/기계생산관리

관련 분야 석사 이상(필수)

영업관리 전국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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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회사

시설관리 전기, 건축공학, 기계공학 서울, 김해

 경영관리 서울, 김해 중국어 능통자
0명롯데월드

   2. 관광 부문 [ 1개사 ]

지     역 비     고 [ 우대사항 ]직     무 모집인원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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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회사

물류운영 서울 베트남어. 인니어. 러시아어 가능자

경영지원 상경계열 서울

마케팅 서울 일본어 능통자

해외영업 서울 영어 능통자

영업 공학계열 서울 영어 능통자

생산관리 및 영업 식품공학 경기

경영기획 서울 영어 능통자

Programming 컴퓨터공학 서울 IT 관련 자격증

R&D개발 컴퓨터공학 서울 석사(우대)

Network 정보통신공학 서울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보안 정보보호공학 서울 보안 관련 자격증

NewBiz 전자전기, 건축공학 서울

IT영업/영업관리 서울

기획/지원 경영, 회계, 법 관련학 서울 회계, 세무, 법무 관련 자격증

Programming 컴퓨터공학 전국 IT 관련 자격증

글로벌영업 경영정보학 서울 영어 능통자(필수)

물류운영 물류/산업공학 서울

국제물류 서울 영어. 중국어 가능자, 관세사

재무/회계 서울 회계, 세무 관련 자격증

경영일반 상경계열 서울

롯데상사 0명

롯데시네마 0명

롯데로지스틱스 0명

재무 경제학, 회계학 서울

   3. 서비스 부문 [ 8개사 ]

직     무 전공분야 지     역 모집인원 비     고 [ 우대사항 ]

영업 서울, 경기 운전면허증 소지자(필수)

롯데정보통신 00명

현대정보기술 0명

롯데렌탈 00명

롯데글로벌로지스 00명

롯데인재개발원 교육기획 경영, 심리, 교육 관련학 서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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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회사

영업관리(매장운영) 전국
※ 전직무 공통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식품 MD 식품 관련학 전국
                       말레이인니어 능통자 우대

의류잡화 MD 의류, 의상 관련학 전국

홈인테리어 MD 디자인 관련학(산업, 생활디자인 등) 전국

재무 회계, 재무 관련학 전국 회계, 세무 관련 자격증

영업관리 서울

기획/신규사업 서울

MD 서울

마케팅 서울 통계 관련 전공 및 자격증

물류 서울 물류 관련 전공 및 자격증

경영지원 서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자격증

마케팅(해외판촉) 서울 일본어 능통자

IT IT/전산 관련학 서울

UX 서울

영업지원 서울

   4. 유통 부문 [ 8개사 ]

직     무 전공분야 지     역 모집인원 비     고 [ 우대사항 ]

롯데백화점 영업관리 전국 00명

롯데마트 00명

롯데하이마트 영업관리 전국 00명

롯데면세점 00명

롯데슈퍼 영업관리 전국 0명

※ 전직무 공통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능통자 우대

코리아세븐 영업관리 전국 00명 식품, 일본어 관련 자격증

롯데닷컴 0명

롯데홈쇼핑 영업관리 서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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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회사

경영지원 서울

연구개발
화학공학, 화학, 고분자, 재료
바이오, 기계, 전기, 환경 관련학

대전 석사 이상(필수)

생산관리 화학공학, 화학, 고분자 전남, 충남, 울산

생산지원(토목) 토목공학 전남

연구개발 화학, 고분자 울산, 인천 석사 이상(필수)

생산관리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 울산

생산지원(기계) 기계공학 울산

재무 경영학, 재무/회계학 울산

연구개발 화공, 화학, 고분자, 재료 경기

생산관리 화공, 화학, 고분자, 재료 경기, 전남

영업관리 경기 영어 능통자

   5. 유화 부문 [ 3개사 ]

지     역 비     고 [ 우대사항 ]직     무 전공분야

롯데첨단소재 00명

모집인원

00명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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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회사

플랜트건축,기계,전기설계/사업/시공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국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기사,
전기공사기사, 영어능통자

토목시공 토목공학 전국 토목기사(필수)

기계시공 기계공학 전국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기사

전기시공 전기공학 전국 전기공사기사

건축시공 건축공학 전국 건축기사(필수), 안전기사

안전(안전공학) 안전공학 전국 법정안전관리자(필수), 보건/위생 관련 자격

주택영업 부동산, 도시공학 법 관련학 서울 공인중개사

해외영업 서울 영어 능통자

국내영업 화학, 전자, 재료 경기 영어, 중국어 능통자

생산기술 기계공학, 금속공학 충북

연구개발 화학, 화학공학, 재료, 신소재공학 경기 석사 이상(필수), 영어. 중국어 능통자

경영지원 상경, 산업공학 서울

기술영업 서울

IT개발운영 IT/전산 관련학 서울 일본어 가능자

연구개발(기계/기구) 기계공학 관련학 경기 일본어 가능자

연구개발(전기/전자) 전자공학 관련학 경기 일본어 가능자

생산지원 기계공학, 전기/전자 관련학 경기 영어. 일본어 가능자

   6. 건설·제조 부문 [ 5개사 ]

지     역 비     고 [ 우대사항 ]직     무 전공분야 모집인원

롯데건설 00명

록데건설
CM사업본부

0명경영지원 서울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

00명

롯데알미늄 0명

롯데기공 0명연구개발 전기/전자공학 관련학 인천 P-CAD, ALTIUM, C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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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회사

개인금융 서울, 부산

Lease금융 서울

IT 서울 전산,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경영관리 서울 일본어 능통자

보험업무 서울 보험계리사

재무 서울

IT 서울

롯데캐피탈 0명

롯데손해보험 0명

   7. 금융 부문 [ 4개사 ]

직     무 전공분야 지     역 모집인원 비     고 [ 우대사항 ]

롯데자산개발 영업관리 서울 0명

롯데멤버스 0명직무공통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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