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정보

 

지원자격

경력  신입·경력 (1년이상)

학력  대졸이상 (졸업예정자 가능)

우대

 

기본우대  국가유공자
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 

근무조건

고용형태  정규직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 면접 후 결정

지역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평택시 

기업정보

산업(업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사원수  1,014명

설립년도  1973년 (44년차)

기업형태
 
중견기업 (유가증권시
장)

홈페이지  ekdp.com

 

광동제약

2018년 상반기 공개채용 (신입/경력)

지도

기업정보 3461관심기업

홈페이지 지원 스크랩

관심기업으로 3,461명 이상 찜한 선망받는 기업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중 - 연락 올 확률 높음!

1000대기업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설립 54년차 안정된 회사

대기업

4대보험 가입정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부문 담당업무 지원자격 및 관련전공 인원 근무지역

대졸공채 (신입)ㆍ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인쇄

접수기간/방법 생생인담톡 (12) 기업정보상세요강

http://www.jobkorea.co.kr/List_GI/GI_Area_List.asp?AreaNo=I150&AllStat=1
http://www.jobkorea.co.kr/List_GI/GI_Area_List.asp?AreaNo=B360&AllStat=1
http://www.ekdp.com/
http://www.jobkorea.co.kr/Company/1365504/?C_IDX=823
http://www.jobkorea.co.kr/Company/1365504/?C_IDX=823
http://ads.jobkorea.co.kr/RealMedia/ads/click_lx.ads/jobkorea/sub/781453374/BottomRight/OasDefault/171117_passassay_sb/011.20171109_JK186x51.png/37326339653838343561333062346430


OTC사업부

약국영업
00명

전국

각 영업지점

생수영업팀 0명

본사

(서울 서초동)

특영팀 0명

전략경영팀 0명

경영진단팀 0명

홍보팀 0명

커뮤니케이션팀 0명

약국영업(판매, 수금)활동 및

영업관리

ㆍ

4년제대졸이상

('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ㆍ

관련전공ㆍ

전공무관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사람ㆍ

목표의식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ㆍ

제주삼다수 대리점 영업관리ㆍ

4년제대졸이상

('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ㆍ

관련전공ㆍ

전공무관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사람ㆍ

목표의식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ㆍ

식음료 영업관리ㆍ

할인점 및 특수처 매출관리ㆍ

신유통채널 시장조사 및

데이터관리

ㆍ

4년제대졸이상

('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ㆍ

관련전공ㆍ

전공무관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사람ㆍ

목표의식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ㆍ

유통관련 업무경험 우대ㆍ

운전면허소지 必※

비전 및 중장기전략 수립ㆍ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ㆍ

경영분석 및 전략실행 관리ㆍ

4년제대졸이상

('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ㆍ

관련전공ㆍ

상경계열

어학능력 우수자 우대ㆍ

윤리경영ㆍ

내부감사ㆍ

법령준수 (CP : Compliance

Program)

ㆍ

4년제대졸이상

('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ㆍ

관련전공ㆍ

상경계열

법정계열

산업공학

분석적/논리적 성향 및 계수에 밝은 사람ㆍ

홍보자료 수집 및 가공ㆍ

보도자료 작성ㆍ

회사 및 경쟁사, 업계 등

트렌드 모니터링

ㆍ

보도용 사진, 동영상

촬영 및 편집

ㆍ

4년제대졸이상

('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ㆍ

관련전공ㆍ

언론, 방송관련 전공 우대

언론, 방송관련 경험 우대ㆍ

어학능력 우수자 우대ㆍ

사회공헌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기획 및 운영

ㆍ

문화사업ㆍ

NGO등 대외협력ㆍ

4년제대졸이상

('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ㆍ

관련전공ㆍ

사회복지관련 전공 우대

신규 컨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실행 능력을 보유한 사람

ㆍ

사회공헌 NGO단체 활동 경험 우대



공장관리팀 0명
송탄공장

(경기 평택)

채용부문 담당업무 지원자격 및 관련경력 인원 근무지역

해외사업팀 0명

본사

(서울 서초동)

화장품팀 0명

인사팀 0명

사회공헌, NGO단체 활동 경험 우대ㆍ

공장 총무 및 일반관리업무ㆍ

ER컬쳐(조직문화)관리ㆍ

예산/근태관리ㆍ

4년제대졸이상

('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ㆍ

관련전공ㆍ

상경계열

법정계열

강한 책임감과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ㆍ

경력ㆍ

식음료 해외영업 및

수출 담당

ㆍ

4년제대졸이상(식품, 무역계열 우대)ㆍ

해외영업 및 수출업무 [경력 3년 이내]ㆍ

선적서류, 빌링, 수금, 거래선 관리-

신규 바이어 발굴(전시회, 상담회 등)-

상품기획 및 제품개발(OEM, ODM)-

광고, 판촉물, 프로모션 기획/제작-

어학 : 영어 또는 일어 (Native) 必ㆍ

우대사항ㆍ

FTA 수출인증자 교육 이수자-

무역협회 교육 이수자-

해외유학(외국인 가능)-

해외근무 경력자-

ERP 및 OA 활용 능력 上-

화장품 마케팅 및

상품기획 담당

ㆍ

4년제대졸이상 (인문, 사회, 상경계열 우대)ㆍ

화장품 마케팅 및 상품기획 [경력 5~8년]ㆍ

브랜드 / IMC 전략 수립 및 수행-

신제품 개발 및 런칭, 프로모션 기획-

소비자 시장 조사를 통한 트렌드,인사이트 발굴-

홈쇼핑 채널에 적합한 상품 기획-

어학 : 영어 또는 일어 (Native) 必ㆍ

우대사항ㆍ

기초 화장품 개발 유경험자-

홈쇼핑 채널, 제품 개발 경험자-

화장품 업계 종사자-

OA(PT) 활용 능력 上-

ERP 및 OA 활용 능력 上-

교육 및 조직문화 담당ㆍ

4년제대졸이상 (인문, 사회, 상경계열 우대)ㆍ

교육 및 조직문화 업무 [경력 3~6년]ㆍ

교육과정개발, 운영 및 평가 업무-

핵심가치 교육 기획/실행-

조직문화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고용보험환급 관련 실무-

사내강사 강의-

우대사항ㆍ

HRD 중장기 전략 및 교육체계 수립 경험-

HRD 직무 전담 경력에 한하여 인정※



남은시간

7일 05:26:05
시작일  2017.12.14(목)

마감일  2017.12.25(월)

24시 마감

접수기간/방법

공통사항

전형절차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입사 지원하기

문의사항

경력직의 경우, 입사지원서는 수시로 확인하며, 적임자 채용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ㆍ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ㆍ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ㆍ

응시희망자는 지원자격 및 관련전공, 담당업무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입사지원 바랍니다.ㆍ

합격자는 각 전형별로 개별통보 합니다.ㆍ

접수기간 : 12/14일 저녁 7시 ~ 12/25일 자정까지ㆍ

지원방법 : 당사 홈페이지 입사지원ㆍ

담당자 : 채용담당자ㆍ

접수방법 : 당사 채용홈페이지 내, 채용Q&A 게시판에 문의사항 접수ㆍ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5, 가산빌딩ㆍ

달력보기

홈페이지 지원

모집인원  ○○명

http://www.jobkorea.co.kr/List_GI/Co_HomePage_Open.asp?home=https%3A//kwangdong.recruiter.co.kr/appsite/company/index&GI_No=27981704


근무환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7-4 광동제약 가산빌딩 사옥 (인사팀 7층)

생생인담톡 (12)  인사담당자에게 질문하기 답변 펼쳐보기

인사담당자 한마디

안녕하세요. 광동제약 인사담당자입니다.  
성실하고 마인드 건강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 드립니다^^

채용일반 Q. 채용 합격시 입사예정일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야 하나요?

Q.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도 관련 전공학과로 인정되나요?

Q. 입사지원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Q. 면접일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나요?

Q. 면접 시 면접참석자는 어떻게 배치되나요?

Q. 입사 후 업무관련 교육이 진행되나요?

더보기 6

기업정보 3개의 채용공고 진행중

광동제약  

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사원수  1,014명

설립  1973년 (44년차)  기업형태  중견기업 (유가증권시장)

인증  주권상장기업  매출액  6,363억 1,784만원

기업정보 3461 관심기업

이 기업 취업전략 알아보기!    자소서 작성 합격자소서 인적성·면접후기

광동제약 

동일 기업이라도 타지역 채용의 경우, 회사 주소와 인근 지하철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빠른길 찾기 초기화

© NAVER Corp.

일반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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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bkorea.co.kr/Company/1365504/Review/?C_IDX=823
http://mobile.naver.com/application/map.nhn
http://map.naver.com/


본 정보는 광동제약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잡코리아가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본 정보는 잡코리아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할 수 없으며,
게재된 채용기업과 채용담당자의 정보는 구직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잡코리아는 광동제약에서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잡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등록일 : 2017-12-14 17:16 ( 2017-12-14 19:20 게재 ) 최종수정일 : 2017-12-18 17:08

직무별 검색

기획·전략·경영  경영기획  기획  사업기획

전략  사업제휴  타당성분석  MBA

신규사업·BD  인수·합병  기획조사

인사·노무·교육  인사  교육  인사기획

교육기획  MBO  노무  채용·면접  급여관리

산업별 검색

의료·제약·바이오  제약  의약  화장품

지역별 검색

서울  [서울] 마케팅·광고

[서울] 의료·제약·바이오  경기

[경기] 기획·전략·경영  [경기] 의료·제약·바이오

복리후생  연금·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휴무·휴가·행사  연차, 경조휴가, 창립일 행사, 야유회

보상·수당·지원  각종 경조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차량유류보조금,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표창/포상, 기념선물 지급, 주택자금 지

원, 자사·자회사·계열사 제품 할인

사내시설·장애인지원  사내식당

생활편의·여가행사  사내 동호회 운영, 통근버스 운행, 건강검진, 휴양시설 지원

이 기업이 선택한 키워드

해당 공고는 최저임금 준수에 동의하였으며, 성별제한, 연령제한이 없는 채용공고입니다. 불법/허위/과장/오류 신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인사담당자의 연락처는 본 채용공고 진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누구라도 사전동의 없이 전자메일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 및 연락하는 행위를 하

면 안 됩니다. 채용목적 외 정보 전송금지 ▼

http://www.jobkorea.co.kr/List_GI/GI_Part_List.asp?Part_No=40100
http://www.jobkorea.co.kr/List_GI/GI_Part_Keyword_List.asp?Kwrd_Code=4010008&Part_No=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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