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원대한 기업(Great Company)’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아모레퍼시픽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 석사, 박사 및 Post-Doc. 여러분을 대상으로 ‘2017년 아모레퍼시픽 채용상담회
및 채용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사 채용 관련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채용상담회 및 채용설명회
1.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

요일

장소

비고

8 월 10 일

목

UKC 2017 (워싱턴)

채용상담회 진행

8 월 11 일

금

UKC 2017 (워싱턴)

채용상담회 진행

8 월 12 일

토

UKC 2017 (워싱턴)

채용상담회 진행

8 월 14 일

월

U.Penn

채용상담회 및 채용설명회 진행

8 월 15 일

화

Yale

채용상담회 및 채용설명회 진행

8 월 16 일

수

MIT

채용상담회 및 채용설명회 진행

※ CV를 사전에 보내주신 분들께는 개별로 일정과 관련하여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약속 없이 현장 방문하시는 경우 일정 조정 후 상담 가능합니다.)
※ 채용 분야 전공자 中 CV를 사전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Gift Card가 제공됩니다 (채용 상담시 지급).
※ UKC 제외 학교別 상담은 시간제약이 있어 선착순으로(CV 회신 기준) 상담 진행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대상: 석사, 박사 과정 및 Post-Doc.
(※ 채용 분야가 맞는 분들은 개별 연락 드립니다)

3. 신청 방법
. 이메일(sbkim4u@amorepacific.com)로 CV와 참석 장소 및 일정 송부
. 기한: 2017년 8월 2일(수) 24시까지 (한국 시각 기준)
4. 채용 분야
연구분야

직무내용

계면화학/

· 고분자/무기 나노 입자 합성 및 특성 연구

콜로이드

· 계면화학/콜로이드 시스템 연구

연구

· 미세 유체 채널 관련 응용 연구
· 신경생물학 기반 skin care 및 뇌건강 연구

신경 연구

· 피부 신경-피부 현상과의 상관 관계 연구
· 노화 및 유해 환경에 따른 신경 질환 및
신경 기능 조절 연구

관련전공/우대사항
· 화학/화공/재료/물리/콜로이드/레
올로지 관련 분야

· Neurobiology/생명과학/생물학
전반
· 신경생물학 관련분야

■ 2017 아모레퍼시픽 해외 대학 박사급 연구원 채용 안내
1. 지원자격
- ’17년 해외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 및 기 졸업자 또는 해외 Post-doc 경력 보유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수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 또는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지원방법
- ap492834@amorepacific.com, kkkk0418@amorepacific.com 으로 CV송부
- 학위 논문 첨부 필수
3. 서류 접수 기간
- 2017년 7월 28일 24시까지 (한국시각 기준)
4. 채용 프로세스
- 서류 접수 → 1차 면접 (현지 및 화상 면접) → 인성 검사 → 2차 면접 → 입사
※ 현지 면접은 UKC 기간 및 각 방문학교 일정에 진행하며, 채용 분야가 맞는 분들은 개별 연락 드립니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1차 면접은 화상 또는 현지 면접으로 진행/
2차 면접 시 숙박 및 항공료는 아모레퍼시픽이 부담합니다.

5. 세부 모집 분야
연구분야

직무내용

계면화학/

· 고분자/무기 나노 입자 합성 및 특성 연구

콜로이드

· 계면화학/콜로이드 시스템 연구

연구

· 미세 유체 채널 관련 응용 연구
· 신경생물학 기반 skin care 및 뇌건강 연구

신경 연구

· 피부 신경-피부 현상과의 상관 관계 연구
· 노화 및 유해 환경에 따른 신경 질환 및
신경 기능 조절 연구

관련전공/우대사항
· 화학/화공/재료/물리/콜로이드/레
올로지 관련 분야

· Neurobiology/생명과학/생물학
전반
· 신경생물학 관련분야

※ 채용상담회 및 설명회 채용분야 공고 내용과 동일

6. 기타 사항
-각종 증빙서류는 추후 안내되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7. 문의처 아모레퍼시픽 인사팀
- 조성대 과장 : ap492834@amorepacific.com/ +82-2-6040-4316
- 이지혜 과장 : kkkk0418@amorepacific.com/ +82-31-280-5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