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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는 9월 14일 성균관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SK 텔레콤 채용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SK 텔레콤은 채용설명회를 통해
22일 까지 진행되는 서류제출 기간을 포함하여 하반기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생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SK 그룹 및 SK 텔레콤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업소개

 기업정보

 자회사소개

Step 1. 
기업 핵심 분석

 직무소개

 채용특징

 채용프로세스

Step 2. 
하반기 채용

 합격 Tip

 Q&A

Step 3. 
합격 정보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고객과 사회로부터

미래 기술 기반의 새로운 가치 창출

개방 협력의 ICT 생태계 선도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매출액 : 12조 3,504억 8000만원

 연봉 : 4,750만원

 복리후생 : SK 행복카드, 개인연금 지원, 

의료비지원 (배우자, 자녀포함), 주거지원, 

어린이집 및 출산,유아휴직, SK 패밀리카드, 

장기근속자 포상, 중/석식지원. 





기업문화 : SKMS 
(SK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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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IoT사업, Staff, 서비스기획 직무는 전공무관

 ICT Infra, 서비스 기획 직무는 포트폴리오 선택적 제출

 소프트웨어개발직무는 포트폴리오 필수 제출
(직무 차별화 문항별 1개 이상 업로드)

 Big Data, R&D 직무는 직무기술서 기반 채용분야로
직무역량 경험기술서 작성 및 관련 포트폴리오 필수 제출

 R&D 직무의 음성합성, 자연어처리는 석사 이상 지원 가능

* ICT Infra - 통신/컴퓨터/전산/통계/소프트웨어 개발 등 ICT 분야전공

* 소프트웨어 개발 – 컴퓨터/전산 등 유사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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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작성 Tip

 학교다닐때 경험을 바탕으로지원서 작성 -> 솔직하고진솔한 모습 보여주기

 자기소개서에인재상을꼭 맞출 필요는 없으나하고 싶은 이야기를담아내기

면접 Tip

 상반기면접과다를 것으로 예상됨

 IoT 직무의 경우 사업에대한이해도가높으면 전공 상관없음

 Big Data 직무경우 면접에서 역량을 평가함
ex) 데이터 분석, 툴 사용 등 을 면접장에서보여줄 수 있어야함

 R&D 직무의 경우 개발역량을중요하게봄

 전공 무관의 경우 학과보다경험이많이 중요함



Q : 모집인원은 어느정도 되나요?

A : SK 텔레콤의 전체 모집인원에 대해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케팅이나 ICT 직무부분이 타 직무에 비해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Q : 서류 단계 후 SKCT, 면접전형에서 직전단계의 성적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까 ?

A : SK 텔레콤은 각 단계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직전단계의 성적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 포트폴리오가 있는 직무에서 포트폴리오 제출은 어떻게 합니까?

A : SK 채용 페이지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첨부 가능하며, 최대 5개의 파일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Q : 자기소개서에서 선택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 선택사항(포트폴리오 등)에 대해서 평가 시 우대사항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선택사항은 지원 시 지원자에 대한 참고사항용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가산점 등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Q : 마케팅 직무로 입사하면 순환근무를 하게 되나요?

A : 아니요! 마케팅 직무는 현장근무를 경험한 다음에 본사로 배치가 되는데, 

이는 배치 전 배치 면접시 지원자와 부서간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현장근무를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선택적으로 현장에 남을 수 있습니다. 

Q : Big Data 직무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A : 자세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Big data가 Big data R&D의 규모보다는 큽니다. 



Q : 지원 시, 소위 말하는 스펙(자격증, 어학연수 등)과 출신학교를 적지 않는데

블라인드 채용 및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A : SK 이노베이션은 스펙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무상 필요하지 않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접 시 학과와 같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Q : 자기소개서나 지원하는 직무가 상반기 공채랑 겹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나요?

A : 아니요!  상반기의 자기소개서 내용이나 직무가 겹친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도용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 영업관리와 관련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마케팅에 지원할 경우 마케팅 운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원해도 되나요?

A : 네. 마케팅이라는 직무가 큰 범위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 부분에 맞춰 어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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