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삼성웰스토리

지원자격 및
모집분야

3급 신입사원
공개채용

·2021년 2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분 (2021년 1월~2월 입사 가능한 분)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병역필/면제자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역 예정인 분)
·영어회화자격을 보유하신 분 (OPIc 및 TOEIC Speaking에 한함)
직군

모집전공

근무지역

영어회화 최소등급

전공무관

분당

IM (OPIc) /
Level 6 (토익스피킹)

수주영업

경영지원

삼성웰스토리가 여러분의
건강한 취준생활을 응원합니다

#방금 먹은 점심 #WELSTORY일수도 #삼성웰스토리
#식음기업 #Cook the Healthy Life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Dream the Healthy Life
#2020 하반기 삼성웰스토리 3급 신입사원 채용

전형절차

삼성웰스토리 취업준비의 모든 것,

채용피드 OPEN!!
지원서 접수

직무적합성평가

직무적성검사
(GSAT)

면접

건강검진

채용피드
bit.ly/welstory_recruitingfeed

문의사항

삼성웰스토리 인사팀
이메일 : dearwelstory@samsung.com,

삼성웰스토리
2020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모집분야
수주영업, 경영지원

지원자격
2021년 2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분

전화번호 : 031-5171-1530

※ 2021년 1월~2월 입사 가능한 분

지원방법
2020년 9월 7일(월) ~ 9월 14일(월) 17:00까지
온라인 지원서 접수 (www.samsungcareers.com)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병역필/면제자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역 예정인 분

영어회화자격을 보유하신 분
(OPIc 및 TOEIC Speaking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삼성채용홈페이지 (http://www.samsungcareer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www.samsungwelstory.com

채용피드
bit.ly/welstory_recruitingfeed

회사소개

업무소개

인재상

삼성웰스토리는 식음서비스와 식자재 유통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➊ Food Service 식음서비스

지속가능경영
삼성웰스토리는 식품품질과 위생안전부터 지역사회 참여까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reative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식사뿐 아니라 소통의 즐거움이 넘치는 공간을 제공하는 식음서비스, 첨단

학습과 창의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물류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자재 유통까지 식사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활동소개

“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환경과 식탁을 지킵니다.”

국내를 넘어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식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Vision

글로벌 식음기업 Global Food Life Curator

Mission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 인류행복에 공헌한다

핵심가치

Cook the Healthy Life ‘매일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웰그리너
친환경 패키지 (다회용품, 재생용지 사용 등) 도입, ‘잔반 줄이기’ 등 고객과 함께 다양한 친환경

신상품/신메뉴개발

단체급식 사업장
수주전략 수립 &
영업활동 (PT 입찰 경쟁)

사업장에서
영양사/조리사 메뉴기획 &
조리 및 고객에게 제공

Global Expertise

활동을 실천하는 친환경 캠페인 ‘웰그리너(Welgreener)’ 활동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글로벌 성장 역량을 보유한 인재

손씻기 문화

“손 씻기 문화에서 시작하는 삼성웰스토리만의 지속가능경영 철학”
고객의 위생안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터 700여개 단체 급식
사업장까지 ‘자주, 올바로, 깨끗이’ 중심의 위생문화 캠페인

Communication

케어푸드 개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인재

"사회 전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안을 고민합니다."
지역/사업장별
손익/고객만족도 관리

新수주 전략 /
재계약 전략 수립

급격한 고령화와 지속적인 만성 질환자 증가에 대비할 삼성웰스토리만의 건강기능식품, 영양
강화식 등 개발

Customer Orientation
고객의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실천적 인재

사업소개

➋ Food Distribution 식자재 유통

건강한 제도와 문화
수평적 조직문화와 임직원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Food Service 식음서비스
맛과 영양 뿐 아니라 과학과 진심이 담긴 건강한 푸드서비스
급식/외식 식자재
사업장 수주영업

국내외 식자재 구매/
PB 제품개발

수평적
인사제도

물류센터 통한
식자재 배송

복리후생
소개

Food Distribution 식자재 유통
자연의 신선함을 전하는 안전한 식자재 유통

전사원 ‘프로’로의 호칭 통일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자금대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주택 관련 계약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자녀학자금 : 유치원 및 중·고등,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건강검진 : 일반/종합검진 비용 지원 및 여성 직원에 대한 ‘여사원 검진 패키지’ 제공

주요연혁

주요직무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사내 상담실 운영(전국 상담실 및 전문 상담사 보유)
·의료비지원 :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 운영
·복지포인트 제공 : 에버랜드, 웰스토리몰 등 다양한 문화관련 복지 포인트 제공

On-Line 온라인사업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삼성임직원 쇼핑몰 운영

Global 해외사업
중 국 : 7개 지역 50여 개 사업장 연간 3천만식의 식음서비스 제공과
식자재 유통사업 운영
베트남 : 4개 지역 50여 개 사업장 연간 9천만식의 식음서비스 제공으로
베트남 1위 급식기업으로 성장

1982

삼성그룹 연수원 식음서비스 사업 개시

1995

식자재 유통 사업부 설립

2012

중국 합자법인 ‘애보건(愛宝健)’ 설립

수주영업
채용 진행

2013

삼성웰스토리 창립 (12.1)

2015

베트남 법인 ‘웰스토리 베트남 (Welstory Vietnam)’ 설립

2016

중국 식자재유통 법인 ‘상해 웰스토리(悅思意)’ 설립

경영지원
채용 진행

푸드서비스, 식자재 유통 영업을 담당하며 다양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운영안을 제시하고
수주함으로써 회사의 매출 확대에 기여합니다.

사내문화
소개

사업지원/손익관리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삼성웰스토리의 건강한 노력들
·Family Meeting & 한마음캠프 : 각 부서 주관 상/하반기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동료애가 있는 사내동호회 운영 : 전국 총 100여개의 동호회 운영
·상시 소통을 위한 웹/모바일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성장한 만큼 나누는 성숙문화 : 총 18개의 사내봉사팀 운영
① Well 365 급식지원 및 요리나눔교실 : 식음서비스업의 특성을 살려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및
급식환경 개선 지원 / 임직원 재능기부를 통한 요리나눔교실 진행
② 1社1村 : 여주 그린투어 정보화마을, 춘천 다람이 마을과의 자매결연으로 농번기 일손돕기,
김장봉사 等 건강하고 자생력 강한 농촌마을 만들기 지원
·부서별 원활한 소통을 위한 CM(Culture Manager, 고충사항 청취) & CD(Culture Designer, 부서 문화기획) 제도 운영
·복장 자율화 : 개인 취향과 편리성을 우선한 자유로운 복장 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