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하계 인턴사원 모집 (한국인)
LG상사에서 “Global Business Challenger”를 꿈꾸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와 인턴십을 함께 합니다.

 채용인원 : 00명
 모집분야
부문

사업
부문

지원
부문

사업 / 직무
석탄사업
석유사업
Project사업
Green사업
IT사업
기계항공사업
재경(회계/경영기획)
물류

선호 전공 / 어학

비고

• 자원개발 관련 전공, 인니어, 중국어, 러시아어
• 자원개발 관련 전공
• 상경 및 인문/사회·어문계열
• 화학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 모든 직무 지원 가능
• 임산공학
• 전자공학, 중국어
• 근무지
• 러시아어
: LG트윈타워(여의도)
• 상경계열
• 물류 관련 전공

*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등록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
*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취업지원 정책에 따라 우대
* 채용직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G상사 채용홈페이지의 “사업과 직무” 를 참조

 자격요건
ㅇ 4년제 대학교 이상 ’14.2月 또는 ’14.8月 졸업예정자
ㅇ 병역필 또는 군 면제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13. 7. 25(목) ~ ’13. 8. 28(수), 총 5주간 인턴근무 가능자
ㅇ 학점 3.0 (4.5 만점) 이상
ㅇ TOEIC 800점 이상 (또는 OPIc IM3, TOEIC Speaking Lv.6 이상)

 서류접수
ㅇ 접수기간 : 2013. 6. 12(수) ~ 6. 21(금) (최종 마감일 24:00까지 지원 가능)
ㅇ 접수방법 : [LG상사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lgicorp.com)]→[입사지원]→[채용공고] 內 지원하기
* 마감일은 채용홈페이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마감일 이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서류심사 ⇨ LG Way Fit Test ⇨ 면접 ⇨ 인턴십
※ 인턴 프로그램 수료 후 인턴 평가 우수자는 채용면접을 통해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입사

 인턴 급여 및 복리후생
ㅇ 인턴 급여 : 130만원 / 5주 지급
ㅇ 중식대, 통근버스, 4대 보험 지원

 기타
ㅇ 채용 단계별 결과는 채용홈페이지의『결과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e-mail 과 핸드폰 문자로 통보 드립니다.
(e-mail 주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별도 안내드리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불합격 또는 인턴근무가 취소됩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용담당자(recruit@lgi.co.kr, 02-3773-502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년 하계 외국인 유학생 인턴사원 모집
LG상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LG상사의 사업을 이해하고, LG상사 해외법인/지사(출신국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인원 : 00 명
 자격요건
ㅇ 한국 4년제 대학교/대학원 ’14.2月 or ’14.8月 졸업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ㅇ ’13. 7. 25(목) ~ ’13. 8. 28(수), 총 5주간 인턴근무 가능자
ㅇ 대한민국 유학생 비자(D-2) 보유자

 인턴 근무지 : 여의도 LG트윈타워
※ 인턴십 종료 후, 채용 시 LG상사 해외 법인/지사 (출신국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서류접수
ㅇ 접수기간 : 2013. 6. 12(수) ~ 6. 21(금) (최종 마감일 24:00까지 지원 가능)
ㅇ 접수방법 : [LG상사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lgicorp.com)]→[입사지원]→[채용공고] 內 지원하기

 전형절차 : 서류심사 ⇨ 면접 ⇨ 인턴십
 모집 직무 및 선호국적
모집직무
Project영업
석유화학영업
Automotive영업
IT영업

선호국적 (도시)
• 중국(상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중국(청도), 칠레 (산티아고)
• 러시아 (모스크바), 브라질 (상파울로)
• 중국(상해), 브라질 (상파울로)

비고
• 본사 인턴십 평가 우수자에 한해
LG상사 법인/지사(출신국가)에서
근무 기회 부여
• 채용 시, 연봉 및 근무 조건은
해외 법인/지사 인사 기준에 의거.
본사와 상이할 수 있음.

 인턴 급여 및 복리후생
ㅇ 인턴 급여 : 130만원 / 5주 지급
ㅇ 중식대, 통근버스 지원, 법정 보험 지원

 기타
ㅇ 채용 단계별 결과는 채용홈페이지의『결과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e-mail 과 핸드폰 문자로 통보 드립니다.
(e-mail 주소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별도 안내드리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불합격 또는 인턴근무가 취소됩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용담당자(recruit@lgi.co.kr, 02-3773-502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eign Students Summer Internship Program
LG International is opening a summer internship program for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is program will provide students with a unique opportunity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projects, works and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may also lead to
working opportunities in their home countries and regions.

 No. of Positions Available: 00

 Qualifications
ㅇ Foreign senio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studying in Korea
ㅇ Who can work from July 25(Thur) to August 28(Wed), 2013 (5 weeks)
ㅇ D-2 Visa

 Intern for Workplace: Yeouido LG Twin-Towers
※ After employed, foreign students will work at LGI global office in their home country.

 Application
ㅇ Submit the form from June 12(Wed) to 21(Fri), 2013 (until 24:00 of closing date)
ㅇ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on the website [http://recruit.lgicorp.com] → [입사지원] → [채용공고]

 Selection Process: Resume screening ⇨ Interview ⇨ Internship
 Guidance for applicants
Business
Project
Petro-chemicals

Preferred Nationality (City)
• China (Shanghai), Indonesia (Jakarta)
• China (Qingdao), Chile (Santiago)

Automotive

• Russia (Moscow), Brazil (Sao Paulo)

IT

• China (Shanghai), Brazil (Sao Paulo)

 Benefits
ㅇ Salary : 1,300,000 won (Include relevant taxes) / 5 weeks
ㅇ Lunch fee, commuting bus, insurance supported

Remark
• After internship, outstanding
students wi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join LGI global
office in their home country.
• All conditions including salary is
subject to the LGI global office,
so conditions could be different
that of LGI headquar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