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필립모리스(주) 소개

인턴십 프로그램 (InKompass) 소개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전 세계 담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담배 회사로 8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78,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PMI의 현지 법인으로 1989년 4월 설립되어 2창사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본사와 양산공장 그리고 전국의 머천다이징 사무소에 600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말보로, 
팔리아멘트, 버지니아 S., 라크 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NCSI)와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KCSI)에서 각각 역대 8회 담배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 매거진>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2007
년부터 2012년 까지 6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의 글로벌 프리미엄 인턴십 프로그램인 InKompass는 실질적인 업무 경험 및 코칭을 통해 보다 가치있는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인턴들은 교육 및 프로젝트 업무 등을 통하여 실제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며, 겨울과 여름 두 차례의 인턴십 수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기회가 부여됩니다. 

모집 분야

Sales / Marketing / Finance / Information Services / HR / Corporate Affairs

Operations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Supply Chain)

서울본사

양산공장

지원 방법

지원 자격 국내 외 4년제 대학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영어 능통자 (공인 영어 능력 시험 성적 기재)

근무 조건 근무 기간 2015년 1월 26일 ~ 2월 25일 (4주) 

인턴 급여 200만원 

근무 시간 9:00 am ~ 6:00 pm, 주 5일 근무

근무지 서울본사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25층
 양산공장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 남 12길 67 (통근버스 운행)

지원서 접수 접수 기간 11월 10일(월) ~ 12월 19일(금) 5:00 pm 마감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www.Inkompass.asia) 

제출 서류 영문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를 하나의 MS-Word 파일로 작성

기타 서류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이력서는 자유 양식이며, 파일명을 ‘이름.doc’으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력서에는 모집분야 1지망/2지망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형 절차 및

채용 일정

서류전형 및 온라인 테스트 결과 발표 2014년 12월 30일(화) 예정

On Ground Assessment 2015년 01월 06일(화)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15년 01월 12일(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테스트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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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InKompass.KR@pm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