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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careers.lg.com에서 확인해주세요

LG CNS IT Leadership Academy는 IT 전문가로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LG CNS의 신입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1차 면접 합격 시, LG CNS만의 차별화된 [SW 프로그래밍 교육]과 실제 IT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가
제공됩니다.

LG CNS는 1987년 창립 이래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중국, 유럽, 미주, 인도 등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900여 명의 임직원이 최고의 IT서비스 기술 역량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LG CNS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LG사이언스파크 E13

설립일

1987년 1월 14일

대표 이사

김영섭

직원수

약 6,900명 (2019년 7월말 기준, 국내/해외 포함)

해외 법인 현황
중국, 유럽, 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브라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스

해외 법인

재무 현황

2 조 4,753 억 원

1조 3,789 억 원

3 조 1,177억 원

1,871 억 원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총계

America 법인
Europe 법인

China 법인

Collain Healthcare(US)

LG CNS-Uzbekistan(JV)

Greece 법인

Headquarters

Vietnam 법인

India 법인
Malaysia 법인

Indonesia 법인

Japan 법인

Colombia 법인

Brazil 법인

본격적인 혁신·성장
IT 신기술·융합 기반 서비스 확대
기술 리더십을 통한 전략 고객 및 사업 확충
사업 방식·사업 모델 혁신

최고의 IT 서비스 기술 역량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 선도
기술 전문성 확보

정예 전문가 지향

기반 기술 역량 고도화

최고 기술 전문가로 성장 및 육성

한발 앞선

기술 역량 중심의 사업·운영

IT 신기술 확보·내재화

체계 정착
인재가 대우받는 문화 조성

Core Value

혁신

성장

기술

인재

Innovation

Growth

Technology

People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 Big Data, Cloud, IoT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Needs가 높아지는 가운데, LG CNS는 지금까지 쌓아온 산업 전문성에 선제적

으로 준비한 솔루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Digital Innovation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LG CNS

IT서비스

전자
화학

.산업별 전문화된 IT기술
.고객에 최적화된 솔루션

공공

.차별화된 IT시스템

금융

통합 시스템 구축부터 유지·보수까지 고객에게 최고의 사업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 IT 서비스

신사업

통신

디지털 금융, 공공/교통, 제조/물류, 통신/미디어 등 전 산업 분야의

초연결, ICT 융합 시대에서 IT 시스템은 사업 성공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LG CNS의 IoT, Cloud, Big Data, Mobile, AI 기술 리더십과
자체 솔루션 역량으로 고객 비즈니스에 경쟁력을 불어넣습니다.

AI / Big Data
AI/빅데이터 기술 리더십과 산업별 도메인 전문성 기반의
컨설팅/분석/개발/솔루션 서비스
Data 기반의 수집, 처리, 저장, 분석, 활용 등 전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머신 러닝, 딥 러닝을 활용한 고급 분석 역량으로 전 산업 분야 고객들에게
빅데이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loud
기업 고객 대상 Cloud Transformation 및 Managed Service 제공
국내 최고의 Enterprise Cloud Integrator 전문 기업으로 진단/컨설팅,

Migration, Managed 서비스 등 전 영역에 대한 다양한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End-to-End 개념의 Cloud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oT/ Security
IoT Service를 위한 Device/Network/Service/Security 영역의
통합 loT 플랫폼 제공
공장/빌딩/자동차 등 다양한 영역의 Device에서 의미 있는 센싱 정보를
수집하는 기획/설계/개발 Engineering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lockchain
검증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별 도메인 전문성을 기반으로
Use Case 발굴/구축/서비스
금융, 공공, 통신, 제조 등 모든 산업 영역에 모바일 인증, 지역 화폐,
문서 인증, 공급망 관리 등 기업에 최적화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mart Factory
제조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IT 솔루션 기반의 지능화
생산/운영 체계
LG CNS의 ICBMA(Iot, Cloud, Big Data, Mobile, AI) 기술과 LG의

장비 및 공정 설계 능력, 통신 인프라를 결합해 최적화된 스마트 팩토리
환경을 제공하면서 ICBMA 신기술을 습득합니다.

Consulting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리더
Entrue 컨설팅은 LG그룹 대표 Think Tank로서 각 분야 Thought Leader
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
최적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SW 전문가로의 성장
LG CNS는 기술 중심의 조직 역량에 기반해 Digital Innovation을 Leading할
SW 인재를 육성합니다.

입사 전

SW 잠재 역량을 확인하고 IT 커리어를 고민해볼 수 있는 차별화된 채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SW Boot Camp

비전공자들도 최신 기술 트렌드 교육과 함께 IT 커리어 개발 코칭,
로봇 경진대회 등 IT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특화된 교육입니다.

최고의 IT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SW 교육 과정에 참여해
SW 전문가 커리어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간 LG CNS의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서 멘토의 코칭을 받으며 디지털

인턴십

기술을 익힙니다. 인턴십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입사 후

SW 전문가로의 성장에 최적화된 육성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 육성 체계

LG CNS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전문가 육성을 지향합니다.

IT Engineer로 입사해 Tech. Expert - Tech. Meister - 연구/전문위원으로
이어지는 전문가 성장 체계와 보상 제도를 통해 SW 전문가로 육성합니다.

국내 최고의 차별화된
IT 교육 체계

기술 역량 인증 제도

수백개의 온.오프라인 디지털 신기술 강의와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Insight+’ 등 직원 중심의 교육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직원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와 연계한 스킬 체계를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술 역량 인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실력 중심으로 보상받는 인사 제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SW 전문가로의 성장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IT를 이끌어온 LG CNS는 공공/금융/제조/물류/서비스
등 모든 Industry에 걸쳐 수많은 IT Reference와 Global Best Practice를

갖추고 있습니다. AI/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사내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4차 산업혁명의 Digital Innovation Leader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내 벤처 지원

아이디어 발굴부터 멘토링 지원, 사업화까지 직원이 주도하고 이끄는

사내 벤처 제도를 운영합니다. 아이디어와 실행 의지가 있는 직원 누구나
지원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터
임직원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LG CNS
자율과 창의를 장려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의 LG CNS

의료비 지원

- 임직원의 질병과 상해에 단체 보험 지원 및 임직원, 배우자, 자녀의

마음쉼터&헬스테라피

- 심리 상담소 ‘마음쉼터’를 통해 심리 상담과 심리 검사 제공

중대 의료비 지원

(가족 심리 상담, 자녀 심리 검사 포함)

- 전문 안마 및 마사지 서비스 ‘헬스테라피’ 무료 운영

사내 피트니스 센터

자녀 교육비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축하 선물

-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LG사이언스파크 피트니스 센터의 다양한
운동기구를 활용해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를 지향

- 중, 고, 대학생 자녀 대상 자녀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학교 운영 지원비 등) 지원

- 사내 어린이집 운영

- 초등학교 입학 축하 선물 및 수능 격려 선물 지급

사내 동호회

- 댄스, 사진, 산악, 야구,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activity를 지원해

유연 근무제

- 자율적인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Work and Life Balance를 위해

자율 복장

- 직원들에게 자율 복장을 장려해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를 확산

복지 포인트 지원

- 직원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 제공

직원의 취향과 취미를 존중

자율 출퇴근 제도, 재택근무 제도 운영

- 설/추석에 명절 포인트 별도 제공

LG CNS IT Leadership Academy 2019
모집 요강
모집 분야

수행 업무

학위

우대 전공

지역

컴퓨터공학/정보통신/
SW 관련학 및 산업공학/전자공학
(주전공자 및 복수/부전공자)

서울
경기
인천
구미

컴퓨터공학/정보통신/SW 관련학 및
제어계측/전기/전자/기계공학/통계학
(주전공자 및 복수/부전공자)

서울
오창
파주
대전

석사
박사

컴퓨터공학/정보통신/SW 관련 전공
수학/산업공학/통계/전자공학
(주전공자 및 복수/부전공자)

서울
오창

석사
박사

공학계열
(컴퓨터공학/산업공학/전기/전자 등) 및
경영학/물류학

서울

컴퓨터공학/정보통신/SW 관련학 및
전기/전자/수학/경영학/문헌정보학

서울

IT서비스
·
클라우드/인프라

제조분야 MES 시스템 구축/운영, MES솔루션 개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공정 최적화, 설비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학사

제조 데이터 통계분석

물류설비(Sorter, Conveyor, 자동창고 등) 설계/구축/운영,
물류솔루션 개발/유지보수

제조/물류/통신/서비스/금융/공공 분야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AI/빅데이터

이미지인식/자연어이해/예측분석 Deep Learning 알고리즘 개발
제조/물류/서비스/금융 등 도메인별 빅데이터 분석 업무 수행

통계, Data Mining, Machine Learning/Deep Learning 기반 프로젝트 수행
BI/DW 컨설팅/구축, CRM 컨설팅/구축

전 산업분야에 걸친 비즈니스 전략 수립,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컨설팅
컨설팅

R&D
·
마케팅

자동차, 에너지/스마트시티, ICT 융복합 등 LG그룹 성장분야 사업전략 수립

최적화,SCM/물류,마케팅,비즈니스디자인,경영관리,빅데이터,IoT,클라우드,
블록체인등솔루션및기술기반의컨설팅
자사 및 그룹사, 오픈사업의 컨설팅 프로젝트 관련 리서치 업무,
기술/비즈니스 트렌드 조사 및 분석
기술리서치 및 전사기술전략수립, 전사솔루션기획/관리 업무,
기술협력(O/I) 업무

Edge Computing,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 프로토타입 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데이터분석

지원 자격

• 2020년 2월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및 기취득자

• 11월 중 실시될 SW Boot Camp(1주)와 인턴십(2주)에 참여가능한 자(단, 석/박사 공고 지원자는 SW Boot Camp 및 인턴십 미실시)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취업 보호 대상자(보훈) 및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일정 및 프로세스
입사지원
9.2 ~ 9.18

서류전형

필기전형
10.12 예정

1차면접
10월 말

SW
Boot Camp
11월 중순, 1주

인턴십

11월 말~12월 초,
2주

• 필기전형 인적성검사 : LG Way와의 적합성 확인 및 직무 수행 소양 평가

ITQ Test : SW 잠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알고리즘 기반 추론/문제 해결 능력 Test

• SW Boot Camp : 프로그래밍 입문교육, IT경력 개발 코칭, 로봇 경진대회 등으로 구성된
LG CNS 최고의 IT전문가들과 함께하는 SW교육과정(1주)

• 인턴십 : SW Boot Camp 합격자 대상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실습(2주)
※ 단, 석/박사 공고 지원자는 SW Boot Camp 및 인턴십 미실시

지원 방법 및 문의처
• LG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 careers.lg.com)만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LG그룹 채용 홈페이지 [채용문의]의 [1:1 질문하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면접
12월 초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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