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고는 학사 지원자 대상입니다.

㈜LG화학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학사)
모집분야
사업부문

직무

상세직무

근무지

생산기술

생산 및 원료 계획 수립/수급
생산설비의 운영, 투자 계획 수립/집행
제품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기술개발

여수, 대산,
김천, 익산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영어, 중국어,스페인어 우대
*화공기사 우대

생산설비

생산설비 유지보수 및 개선
신규 증설 대응 및 관리

여수/대산

기계공학계열, 전기공학계열, 토목공학계열
*영어 우대

TS&D

Technical Service & Development.
고객별 차별화된 Solution 활동
(신시장/신용도 개척, Premium 제품개발),
기술 영업(Sales Engineer)

대전/익산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기계공학계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우대
*설계/해석 Software 사용자 우대
※'19년도 하반기 대전 테크센터 경기도 오산으로
이전

영업/마케팅

신규 고객 발굴, 영업관리,
시장 환경 분석 및 영업 전략 수립

전국

구매

구매 전략 수립 및
내외자 원부자재/설비 구매

서울/김천/
익산

안전관리

안전관리/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관련 정책/규제 대응

나주

경영관리

손익 추정 및 실적 분석, 예산, 비용 관리
재무/세무 등 회계관련 업무, 원가결산 관리

서울/익산

생산기술

생산/공정 관리 및 생산 계획 수립

오창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기계공학계열, 전자공학계열, 산업공학계열
*영어, 중국어 우대

품질

개발 품질관리, 양산품 품질관리 및
부품/원자재 품질관리

오창/대전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기계공학계열, 전기전자공학계열, 산업공학계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대
*전기, 기계, 전자, 화공 관련 자격증 우대

구매품질

부품/원자재 품질관리 및
협력사 품질관리 지원

오창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기계공학계열, 전기전자공학계열, 산업공학계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대
*전기, 기계, 전자, 화공 관련 자격증 우대

구매

구매전략 수립 및
2차 전지 원재료/부품
구매, 자재관리

서울/오창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상경계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대

SCM

Supply Chain Management.
Global Site간 물동 운영 최적화 및
중장기 물동점검/SCP Planning/재고관리

오창

기초소재

전지

모집전공

전공무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우대
전공무관
*영어, 중국어 우대
안전공학
*산업안전, 가스, 소방설비, 위험물, 환경자격증 우
대
상경계열
*영어, 중국어 우대

산업공학계열
*영어, 중국어 우대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기계공학계열,
전기전자공학계열, 산업공학계열
*영어, 중국어 우대
*3D, CAD사용 가능자 우대

제품개발

자동차/IT/ESS 用 이차전지, Pack, BMS
제품개발 및 차세대소재/공정 연구

대전/과천

영업/마케팅

신규 고객 발굴, 영업관리,
시장 환경 분석 및 영업 전략 수립

서울

전공무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우대

경영전략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서울

상경계열,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영어, 중국어 우대

경영관리

손익 추정 및 실적 분석, 예산, 비용 관리

서울

상경계열

＊ 본 공고는 학사 지원자 대상입니다.

㈜LG화학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학사)
모집분야
사업부문

정보전자
소재

재료

생명과학

Staff

직무

상세직무

근무지

모집전공

생산기술

생산관리 및 생산 계획 수립,
공정기술, 품질 관리

오창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대

품질

부품/원자재 품질관리 및 협력사 품질관리 지원,
개발 품질관리, 양산품 품질관리

오창/청주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영어, 중국어 우대

제품개발

광학소재, 고기능소재 제품개발

오창/청주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영어, 중국어 우대

생산설비

생산 설비 운영, 유지보수,
신규 증설 대응 및 관리

오창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관련 자격증 우대, 일본어 우대

영업/마케팅

신규 고객 발굴, 영업관리,
시장 환경 분석 및 영업 전략 수립

오창

전공무관
*중국어 우대

생산기술

Display재료 및 전지재료
생산 계획 수립, 생산/공정 관리, 품질 관리

청주/익산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생산기술

바이오 의약품 원제라인 건설관련 업무,
생산 및 기술지원 및
GMP 전반업무 -적격성 평가, 설비 유지보수, 실
사 대응

오송

생명공학계열(생화학/생물/미생물/생명과학/생명
공학 등)
*영어 우대

품질보증

품질시스템(GMP)운영 관리,
법정관리약사 업무(제품 출하승인),
의약품 품질보증

오송/익산/
온산

약학계열
*약사자격증(취득예정 포함) 필수

사업개발

License In/Out, 사업개발 추진
외부과제 탐색, 사업성 평가
국내/외 파트너사와 협력과제 발굴·관리
파트너사와 계약서/제안서 검토 등
시장조사 및 Market Intelligence 분석

서울(마곡)

생명공학계열(약학/생화학/생물/미생물/생명과학/
생명공학 등)
*영어 우대

전산(IT)

전사 그룹웨어 Application 기획 및 운영관리,
IT Infra 환경 구축 및 개선 관리,
전사 IT 보안 시스템 운영 관리 및 개선 업무

서울

컴퓨터공학계열

채권관리

거래처 신용평가 및 여신, 담보, 채권보험 운영 등
매출채권 Risk 관리, 사고채권 회수 관리,
Credit Policy 수립 및 관리 시스템 운영

서울

상경계열
*영어/중국어 우대

자금

자금수지 관리,
자금 집행 및 운용, 해외법인 자금 관리 지원

서울

상경계열
*영어/중국어 우대

경영관리

전사 및 연결 월차 회계 결산 및 손익분석,
전사 회계정책 및 사례검토,
사업부 전표 승인 및 확정,
회계정책, 내부통제 프로세스 검토 및 주기적 점검

서울(마곡)/
여수/부산

상경계열
*영어/중국어 우대

안전관리

안전법규 검토 및 정책 수립/실행,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오창

이공계열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 관련 자격증 우대

환경관리

환경경영시스템 및 법규 요구사항 대응,
신·증설 환경 관련 사항 검토 등

오창

환경공학계열
*환경 관련 자격증 우대
*영어, 중국어 우대

업무지원

총무(언론, 홍보) 및 CSR

여수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특허

기초소재·정보전자소재 등 주요사업의
특허 출원관리 및 조사/분석 업무

서울/대전

화공계열(화학공학/화학/고분자/재료/신소재 등)

지원자격
1) 정규 4년제 대학교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2)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 능력 우수자 우대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군필 혹은 면제자
※ 지원 時 희망한 사업부문/직무 기준으로 서류전형부터 최종배치까지 진행할 예정이오니
선택 時 신중을 기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면접은 PT/직무역량면접과 *외국어면접(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중 1가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외국어면접 : 입사지원(상세인적사항 마지막 항목) 시 평가 받으실 외국어를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은 국내에서만 진행됩니다.

전형일정

입사지원

2019. 2. 27 ~
2019. 3. 14

서류전형

3월 중순

인적성검사

1차 면접

LG Way Fit Test/
Job Competency
Test

PT/직무역량면접

4/13

4월 말 ~ 5월 초

2차 면접

입사

5월 말 ~ 6월 초

2019. 7. 1

외국어면접

지원방법
1) 서류접수 : LG그룹 채용사이트 (http://careers.lg.com) 內 LG화학 모집공고에서 On-line 지원
2) 제출서류 : 채용사이트 內 입사지원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어학성적표, 자격증 등은 인적성 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추후 안내)
3) 접수기간 : 2019. 2. 27(수) ~ 2019. 3. 14(목) ☞ 최종 마감일은 오후 2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문의사항 발생 시
- 채용관련문의 : LG화학 인재확보팀(LG Careers 內 1:1 질문하기 또는 02-3773-6776, 6746)
- 비밀번호 분실, 지원서 수정 및 오류발생 문의
① LG Careers Site 內 상단 “채용문의”에서 1:1 질문하기를 통해 문의
② E-mail 및 비밀번호 분실 시 “로그인”에서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1) On-line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E-mail 접수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불합격 혹은 입사 취소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 우대합니다.
4) 각 전형결과 및 통보는 E-mail을 통해 진행되오니, E-mail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마감일은 지원서 제출 및 문의사항이 많아 되도록 마감일 이전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 이후, 추가등록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등록관련 문의는 마감 3일 전까지 요청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적성 검사 지역은 지역별 응시 인원 수에 따라 본인 희망지역과 다른 곳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