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직무 전공 인원 근무지 응시자격 

마케팅 

상경계열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 

O명 본사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휴학생 

 모집부문 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 수업을  

1년 이상 수강하신 분 

 MS Office (워드/엑셀/파워포인트) 활용 

가능하신 분 

 우대사항: 

- 영어에 능통한 분 

- 이커머스마케팅: 온라인 관련 회사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 

- IT: Online/Mobile Service, Data Analytics,  

 IoT, CRM, new mobile tech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분 

- 수출: 중국어 가능하신 분 

- 제조생산: Data Analytics 활용 능력 혹은 

경험이 있으신 분 

- 국가보훈대상인 분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이커머스마케팅 상경계열 O명 본사 

영업 전공 무관 O명 본사 

B2B  

마케팅리서치 
상경계열 O명 본사 

제품안전/법규 

화학, 환경, 

약학 등 관련 

전공 

O명 죽전 

IT 

경영학, 

 컴퓨터공학, 

 디자인, 통계   

 관련 전공 

O명 본사 

수출 

경영, 경제, 

무역, 어학 

계열 

O명 본사 

제조생산 

전기, 전자, 

컴퓨터, 

산업공학 관련 

전공 

O명 대전 

고객지원 

상경계열 또는 

소비자학 관련 

전공 

O명 본사 

 

2.  전형절차 

서류심사 → 면접전형  

 

3.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인터넷 지원서 입력 (http://yuhan-kimberly.recruiter.co.kr)  

2) 접수기간: 2016년 7월 19일(월) 오후 6시 ~ 8월 1일(월) 오후 6시 

3) 인턴지원 문의사항: 채용 홈페이지 (www.yuhan-kimberly.recruiter.co.kr) 문의하기 게시판 이용 

4) 서류심사 합격 발표: 2016년 8월 8일(월) 오후 6시 E-mail 개별통지 

5) 면접 전형: 2016년 8월 10일(수) ~ 8월 12일(금) 예정 

 

유한킴벌리 2016년도 하반기 인턴사원 모집요강 

 

http://oras.jobkorea.co.kr/yuhan
http://yuhan-kimberly.recruiter.co.kr/
http://www.yuhan-kimberly.recruiter.co.kr/


4.  근무조건:  

근무형태: 인턴 근무, 월급 (세전) 140만원 (주 40시간), 4대보험 

근무기간: 5개월 (2016년 9월 1일 근무시작 예정) 

* 해당 인턴십은 채용을 전제하지 않으나, 인턴십 수행 후 향후 공채 지원 시 우대 가능 (서류전형 면제 등) 

 

5.  주요 업무 소개 

 

[마케팅] – 여성시니어용품 / 홈앤뷰티헤어케어&푸드 중 업무 진행 예정 

• 마케팅 전략 개발 및 단기 프로젝트 지원 

• 제품, 시장 및 소비자 동향 조사 진행 

• 마케팅 operational 업무 지원 

 

[이커머스마케팅] 

• 유한킴벌리 직영 유아동쇼핑몰 ‘Huggies momQ’ 마케팅 기획 및 운영 지원 

• 마케팅/프로모션 데이터 분석 

 

[영업] 

• 유통/경쟁환경/소비자 변화에 대한 insight 조사  

• 영업활동 및 비즈니스 체험 

• Project facilitation/Documentation 업무 지원 

 

[B2B 마케팅리서치]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고객 리서치 지원 

• 광고 시장 조사 및 기술 솔루션 조사 

•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제품안전/법규] 

• 국내외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방향성 제안 

• 인허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자료 DB화 지원  

• 프로젝트를 위한 안전성 자료 및 해외 이슈 조사 

 
[IT] 

• 데이터 분석 툴 활용 및 insight 도출 

• 프로젝트 요구사항 분석 및 Quality Assurance 업무 지원 

• 기타 Digital 프로젝트 기획 및 지원 

 

[수출] 

• 해외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 조사 및 분석 

• 바이어 탐색 및 제반 문서 작성 지원 

 

[제조생산] 

• MES 프로젝트 진행 지원  

• Process Big-data 분석 업무 지원 

 

[고객지원] 



• VOC분석 모듈 개발 및 운영 지원 

• Internal/External VOC 통합 분석 및 리포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