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nd

Leadership Program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숫자로알아보는 SUNJIN

ALWAYS NEW SUNJIN

1,180,000,000,000 ?!

1973년부터 지금까지
44년 간 지속 성장해 온 축산식품전문기업
하림그룹 사료 4개사 중 전체 매출 1위!
(사료 4개사: 하림, 선진, 팜스코, 제일사료)

글로벌 경쟁력 겸비!
국내 5개 공장, 해외 4개국 9개 공장 보유
2020년까지 해외 18개 생산거점 확보 예정

‘최초’ – 도전하는 선진
국내 최초 종돈사업 시작
국내 최초 무균 돼지 실험
국내 최초 브랜드육 ‘선진포크’ 출시
국내 최초 펠렛형태 낙농사료 생산

2014년 매출 1조원 달성 후,
2015년 1조 800억 원 → 2016년 1조 1,800억 원 달성!
지속 가능한 성장 비전 입증

35,000,000 + a ?!
2017 대졸 공채 초봉 3,500만원 + ∂ (경영성과급)
업계 상위 레벨!

136 ?!
임직원 연간 인당 교육시간: 136시간
매출액 대비 교육비: 0.14% (≒대기업 평균)
인재육성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2017 SUNJIN LEADERSHIP PROGRAM
1. 일시: 2017년 9월 23일(토)~9월 24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2. 장소: 선진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17-3 / 5호선 둔촌동역 1번 출구에서 5분)
3. 참가대상: 축산/식품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축산식품기업의 4차산업혁명 트렌드를 탐방하고 싶은 공대생!
자신의 리더십 개발을 바라는 대학생!
4. 참가비: 무료 (지방 참가자 숙박 지원)
5. 프로그램 내용
DATE

THEME

DAY 1
 오리엔테이션
- Sunjin Leadership Program 소개
- Sunjin EVP
 Discover Your Strength
- 나의 강점 발견
 Who am I?
- 나 자신의 발견
 선진 양돈농장 ICT기술 활용 전략
 채용/취업준비 Q&A
 Welcoming Dinner ‘선진포크’ 만찬

DAY 2
 Draw Your Vision
- 내 삶의 방향타 설정
 Manage Your Time
- 비전달성을 위한 시간관리 전략
 Successful University Life Roadmap
- 성공하는 대학생활 로드맵
 Interpersonal Leadership
-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리더십 발휘 전략
 수료식

6. 지원 방법: 당사 채용홈페이지(recruit.sj.co.kr)의 공고를 통해 지원서 제출
- “내가 Sunjin Leadership Program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기술
7. 지원 기간: 2017년 9월 11일(월)~9월 17일(일)
8. 참가자 혜택: 향후 공채 지원 시 1차 서류전형 면제, 수료증 제공, 구라함박 스테이크 선물세트 제공
9. 문의처: 선진 인재개발팀 김민선 Recruiting Manager (02-2225-0678 / recruit@sj.co.kr)
10. 기타 참고사항
하반기 공채 일정

2017년 9월 마지막 주 서류접수 예정

2017 1st SUNJIN LEADERSHIP PROGRAM 현장스케치

참가자 REAL 生生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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