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학부장학생(Young Challenger) 모집 
“LTE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LG U+에서 1등을 꿈꾸는 당신을 찾습니다.” 

 2016년 2월 졸업예정자(現 3학년 2학기) 

 전기/전자/전파/통신/컴퓨터/시스템 전공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기타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사람 

응시자격 

 접수기간 : 11월 10일(월) ~ 11월 26일(수) 오후 6시限 

 접수방법 : LG Careers (http://careers.lg.com)를 통한 온라인 지원만 가능 

지원서 접수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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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품질관리 ∙ 모바일 단말, TPS 단말, 서비스 품질 검증 및 전사 품질 혁신 활동 

Device개발 ∙ 스마트폰, Set top, M2M단말, 070Player 등 Device 개발

IT/서비스운영 ∙ 사내 IT Infra 구축 및 운영/ IT 자원 보안 및 DB관리/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NW개발 ∙ 네트워크 신규 장비 개발 및 상용화/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 서비스 플랫폼 개발/ 서비스 컨텐츠 구현 (광고, 클라우드, 스토어, 커머스 서비스 등)

직군 직무구분 세부 직무

기술

전형방법 

서류모집 
11/10(월)  

~ 11/26(수) 

LG인적성검사 
12/13(토) 

1·2차 면접 
1월 중 

인턴십 
1/19(월) 

~ 2/13(금) 

최종면접 
8월 말 

’16년 1월 
입사 

4학년 1학기 LG U+ Young Challenger 활동 

 본부 프로젝트 참여 

 다양한 CSR 활동 

 LG그룹 Young Challenger 참가 

합격 시, 

입사 기회 획득 

+ 2학기 활동 

http://careers.lg.com/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문의처 – E-mail : 채용팀 (recruit@lguplus.co.kr) 

              LG Careers > 1:1 문의하기 (http://careers.lg.com)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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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Challenger 참여의 기회 

   “Young Challenger”란, LG그룹 내 각 사에서 선발된 우수한 예비신입사원이 참여하게 되며  

     미래 LG의 주인이 될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LG그룹 운영 프로그램 (기간 :여름방학 중 2주간) 

 산학장학금 및 최신 단말기(통신요금 지원 포함) 지원 등 

학부장학생 특전 

 인턴기간 : 1월 19일(월)~2월 13일(금), 총 4주 예정 

 인턴처우 : 120만원 /4주  ※ 2월 중 일괄 지급 

 동계인턴십 합격 시 LG U+ Young Challenger로 선발됩니다.  

  이후 1학기 및 여름방학 활동을 거쳐 ’15년 8월 최종 면접 합격 시, ‘16.1월 입사기회를 부여합니다.  

  마지막 대학생활을 좀 더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산학장학금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인턴십 

mailto:recruit@lguplus.co.kr
http://careers.l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