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계 스마트IT 인턴십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임베디드SW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교통
스마트그린시티
스마트디펜스
ERP/BI

수행업무

•솔루션 기반 구축 및 운영/개선

AA
(Advanced Analytics)

•Big Data 분석 및 관련 시스템 구축

UX

근무지

인원

컴퓨터/전기/전자/기계공학

•생산현장에서 IT기술을 적용하여 원격 및 통합 운영이
가능한 설비와 정보시스템 제공
•국내 및 해외의 교통산업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운영
•Smart Green Building (자동화, 에너지 절감, 설비관리 등)
•IT를 활용한 환경/에너지 관리, 도시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운영
•국방 무기체계 핵심 기술 국산화 및 응용기술 개발
(무인헬기, 항공전자시스템, 지능형보안시스템 등)
•금융자동화 분야의 스마트 기기 및 솔루션 개발

IT서비스

전공

•임베디드SW 개발 및 테스트, 스마트 로봇
플랫폼 개발지원

금융자동화(R&D)

Global-스페인어
Global-러시아어
Global-베트남어
Global-중국어

학위

기계/전기/전자/산공/컴퓨터공학
교통/전기/전자/산공/컴퓨터공학
컴퓨터/전기/건축/도시공학
항공/기계/제어계측/통신
학사
석사

서울

컴퓨터/산공/통계/경영학

000명

기계/전기/전자/컴퓨터/제어공학
컴퓨터/산공/통계/경영학

•IT서비스 또는 Smart 산업
•Research/사업지원/마케팅 또는
IT서비스(SI/SM)지원

전 전공
비즈니스 회화 가능자
(현지교포, 현지학교, 체류경험자 우대)

•신규시스템 구축 및 통합,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분석/설계, 개발, 개선, 운영)

전 전공
(컴퓨터/이공계 우대)

서울, 울산, 청주

•User Interface, Content, Design의 전략, 분석, 설계,
구축, 진단

산업/시각/공업디자인

서울

2014년 하계 Entrue컨설팅 아카데미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IT서비스

Entrue Consulting

수행업무

학위

•공공, 금융, 하이테크 및 통신/서비스를 아우르는
학사
전 Industry영역에서 비즈니스 전략 수립, 프로세스 혁신,
석사
최신 IT Solution 도입 등 고객에게 Value를 드릴 수 있는
박사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LG CNS의 컨설팅
(석사 이상 우대)
전담 사업부문입니다.

전공

근무지

인원

전 전공
(경영/산공/통계/컴퓨터공학 우대)

서울

00명

공통 자격요건
- 2015년 2월 및 2015년 8월 졸업예정자(기졸업자 및 2014년 8월 졸업예정자는 지원불가)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인 분(병역특례 신규편입, 전직 불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전형방법 및 일정안내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1차) → 인턴근무 → 최종임원면접(’
14년 8월)
- 필기전형[인성검사, 적성검사] : 5월 말(예정)
- 인턴근무기간 : 2014년 7월 7일 ~ 8월 22일(예정)
- 인턴근무 종료 시점에 업무 내용 등에 대한 평가 및 임원면접이 실시됩니다.
- 임원면접 합격자는 졸업이후 신입사원으로 입사합니다.
- 졸업예정시기별 입사시기(예정)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 2015년 1월 입사,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 2015년 7월 입사

원서접수
- LG CNS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http://recruit.lgcns.com)
- 모집분야 및 직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LG CNS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LG CNS 채용 홈페이지 1:1 문의하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기간
- 2014년 4월 28일(월) ~ 5월 19일(월) 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