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조직 모집분야 근무지 주요 수행업무 모집전공

공정기술

공정기술 오창

- 전극/셀 라인운영 및 개발 모델 대응
- Pilot 라인설비 고도화 및 설비관리체계 구축
- 공정 요소기술 개발 및 공정이슈 개선
- 제품설계 및 공정 FMEA Facilitator

화학공학계열(화학/화공/
금속/재료/고분자 등)/기계
공학계열/산업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계열

제조지능화 오창/과천/대전

- DX기반기술 및 시계열/이미지/영상 분석 알고리즘 개발
- 공정/품질관리/설비환경 영역 IT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 생산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지능화 과제 도출/기술개발
- 자연어 처리 학습 DB 구축

통계학계열/산업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계열/기계공학
계열/전기전자계열

설비기술 설비기술

오창

- Global Site 물류 설비 사양 표준화 및 투자검토 및 기획
- 신규 증설라인 대응 물류 설비 제작 검수/구축/안정화
- 물류자동화 기술 검토 및 시스템 구축/개선 및 표준화
- FA설비 안전사양 검토 및 유지관리
- Digital Twin Item 개발 및 구축

제어계측계열/컴퓨터공학
계열/전기전자계열

소형생산
생산운영/관리

공정기술

- 생산/공정관리 및 생산성 분석/개선
- 공정 기술 개발 / 양산설비 설계
- Data 분석을 통한 고질 불량 개선

전기전자계열/기계공학계
열/화학공학계열(화학/화
공/금속/재료/고분자 등)/ 
산업공학계열

품질센터 품질

- 고객 품질 이슈 대응 및 제품 품질 보증 관련 업무 수행
- 국내/외 PL 이슈대응/예방
- 시험장비 개발/유지 및 시험법 연구개발
- 표준/고객요구 시험 수행

기계공학계열/화학공학계
열(화학/화공/금속/재료/
고분자 등)/전기전자계열/
산업공학계열

지원자격 1) ’21년 9월 학기 기준, 국내 4년제 정규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23년 2월 졸업예정자
* ’22년 3월, 4학년 1학기 복학 예정자 지원 가능

2) ’22년 1년 간 프로그램 참여 및 ’23년 1월 입사 가능한 자
- 프로그램은 정규 학기와 병행 가능하며, 인턴십은 ’22년 7~8월 여름방학 중 진행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남성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합니다. 

전형일정

12월
중순

’21.7.1
字

’22.1.1
字

1) 서류접수 : LG그룹 채용사이트(https://apply.lg.com) 內 당사 모집공고 Online 지원

- 선발전형의 경우, 서류(11월 초)/인성 · 1차면접(11월 중순~말)으로 진행예정
- 인턴십 참가자 대상, 정규학기와 병행가능한 Program 진행예정

* 1개월 인턴십 기간 동안, 인턴실습비 및 지방사업장 숙소제공

인턴십
2차
면접

입사
선발
전형

입사
지원

2) 전형일정

10/18 ~ 10/31 11월 ’22.7월
(1개월)

’22.8월 ’23.1월

※ 모집분야 別 우대사항은 채용사이트 상 공고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기타사항 1) 전형 관련 문의의 경우, LG Careers 內 1:1 문의하기 이용 바랍니다. 
2) Online 접수만 가능하며,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즉시 불합격 혹은 입사 취소됩니다.
3) 각 전형결과 및 통보는 E-mail 통해 진행되오니,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LG에너지솔루션 ’22년 대학생인턴십 2기 모집

https://apply.l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