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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영업사원 공개채용



서울 및 지방 지역에서 근무할 전문의약 영업 부문 신입/경력직 채용 예정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홈페이지 및 채용 사이트 인크루트 통해 지원서 접수

(2008년 7월 7일 - 서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파브리스 바스키에라)는 오는 13일까지 전문의
약품 영업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이번 채용을 통해 서울 및 지방
지역에서 **월부터 근무할 전문의약품 영업 직원을 선발한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이번 영업직원 공개 채용은 신입/경력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자
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면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약학 전공자는 우대한다. (자
세한 채용 정보는 아래의 모집 요강 참고.)
이번 채용에 지원하려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홈페이지(http://recruit.jobkorea.co.kr/sanofiaventis/)
또는 인쿠르트 사이트(www.incruit.com)에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인사교육팀 허종옥 상무는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우수한 의약품과 최
고의 인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선두적인 제약회사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면서,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우수한 인재가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믿으며, 회
사와 직원 개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젊고
패기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모집 부문: 전문의약 영업 00 명
지원 자격 : 4 년제 졸 이상. 전공 무관 (약학 전공자 우대)
근무지 : 서울 및 수도권, 전국 4 개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
모집기간 : 2008 년 7 월 13 일까지 온라인 지원서 작성/제출.
전형방법 : 서류전형 Æ 1 차 면접 Æ 2 차 면접
문의처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인사교육팀 (02-527-5500)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에 대하여
세계 100 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는 유럽 1 위의 글로벌 제약 기업이다. 세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바탕으로 약 19,000 여 명의 과학자들이 29 개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7 개의 핵심 치료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 혈전증, 항암, 당뇨병,
중추신경계, 내과영역, 백신. 국내에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세계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죽상혈전증 치료제 플라빅스, 고혈압치료제 아프로벨, 항암제 엘록사틴 및 탁소텔, 골다공증 치료제 악토넬, 기저
인슐린 유사체 란투스 등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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