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LG상사 대졸신입/인턴십 채용
❖ 모집 요강
구분

모집분야

사업
부문

관련 업무 분야 / 내용*

자원 투자사업
개발 / 운영

• 석탄, 팜, 석유, 비철
- 해외 사업 기획, 발굴 및 투자
- 생산현장 개발/운영 (광산, 농장, 광구 등)

자원
해외영업 개발

• 석탄 해외 영업 및 수입 시판
• 철강 코일센터 운영 및 판매

인프라 투자사업
개발 / 운영

대졸신입
/
인턴십

전공

인프라
해외영업 개발

재경 / 기획

지원
부문

HR

인원

근무지

00명

서울
종로구

상경 / 어문 / 이공계열 전공
(자원, 지질, 농업, 기계, 토목, 산업공학 등)
상경 / 어문 / 인문 / 이공계열 전공

• 화공, 발전, 산업 Infra
- 해외 사업 기획, 발굴 및 투자
- 생산현장 개발/운영 (Plant, 발전소 등)

상경 / 어문 / 이공계열 전공
(산업공학, 화공, 전자, 기계, 소재, 토목 등)

•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및 삼국간 판매 사업
• 전자부품/장비 해외영업 및 VMI 사업
• ICT Start up 투자
• 자동차 부품, 설비 공급 및 사업 개발
• 경영기획 / 관리
• 금융 (Project Financing, 자금, 외환, IR)
• 회계 (영업 / 재무 / 관리회계, 세무)

상경 / 어문 / 인문 / 이공계열 전공

상경계열 전공
(경영, 경제, 회계, 세무, 금융 분야 전공)

• 인사, 교육, 조직문화, 홍보, 총무

상경 / 어문 / 인문 / 이공계열 전공

*채용부서 및 업무의 경우, 채용 후 당사 채용계획 및 합격자의 성향/역량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OJT 후 최종 배치 예정

❖ 대졸신입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교 기준 2020년 3월 이전 졸업 예정 또는 기졸업자로서 2019년 12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주요전형 :
지원자
모집

서류
심사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경영진
면접

입사

9.2 ~ 18

9월 말

10월 중

10월 중

11월 중

12.1

· 공고명 : 2019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 채용 연계형 인턴십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교 기준 2020년 3월 이후 졸업 예정자 (4학년 또는 3학년) 로서 2020년 1,2월 中 인턴십 (4주 예정)이 가능한 자
· 주요전형 :
지원자
모집

서류 접수
마감

인턴십
면접

인턴십

상시

11.10

12월 중

1月 or 2月

인적성
검사

경영진
면접

입사

· 공고명 : [LG상사] 2019년 채용연계형 인턴십 상시채용
※ 대졸신입 채용 공고와 채용 연계형 인턴십 공고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통 지원자격
- 병역 필 또는 군 면제자 (남성) 및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전공/학점 : 상경 / 이공 / 인문 / 어문 계열의 모집 분야와 관련 있는 전공으로 全학년 학점 평균 3.0 이상 (4.5점 만점 기준)
- 어학 : TOEIC 800 이상 or OPIC IH 이상 or TOEIC Speaking Lv 7 이상
*영미권 국가 출신 해외대 졸업자의 경우 어학 성적 없이 지원 가능
**중국어, 인니/마인어, 일본어 등 동남아국가 언어 및 기타 외국어 능력 우수자 우대

- 기타 : 모집 분야와 관련 있는 경험 및 Project / 동아리 활동 / 창업 경험,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 선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우대

❖ 지원 방법 / 문의
지원방법 : LG Careers를 통한 온라인 지원
문
의 : LG상사 인사팀 02-6984-5301 / recruit@lgi.co.kr

❖ Global Network

Yakutsk
Moscow

Almaty

유럽법인

Vladivostok
Istanbul

Ashgabat

Muscat

Dubai
Mumbai

Erdos
Lanzhou

본사
Beijing
Qingdao
Chongqing
상해법인
NewDelhi
Guangzhou
Taipei
홍콩법인
Hanoi
Shenzhen
Yangon
Bangkok
HoChiMinh

미국법인
일본법인

싱가폴법인
Jakarta

[주요 투자 Project]
Coal 석탄

Palm Oil 팜유

Metals 금속

Oil & Gas 석유

Chemicals & Cement 화학품 및 시멘트

Power Plant 발전소

➊ 인도네시아 GAM
➋ 인도네시아 MPP
➌ 중국 Wantugou
➍ 호주 Ensham

➊ 인도네시아 PAM
➋ 인도네시아 TBSM
➌ 인도네시아 GUM

➊ 중국 천진 강화기전
➋ 중국 광저우 강화기전
➌ 베트남 하이퐁 강화기전
➍ 미국 Rosemont

➊ 카자흐스탄 ADA
➋ 카타르 LNG
➌ 베트남 11-2

➊ 중국 내몽고 석탄화공
➋ 미얀마 시멘트 공장

➊ 오만 무산담 화력발전
➋ 중국 우웨이 열병합발전
➌ 인도네시아 하상 수력발전

LG상사에서는 실력과 열정, 도전정신을 가진 이들에게 다양한 해외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년 9월 현재 사무직 사원의 약 20%가 세계 각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며,
전세계 20개국 / 60여개의 해외 사업장에서 자원 및 인프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해외 무역법인
(6개)

해외지사 및
연락사무소
(21개)

개념 및 특징
·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폴, 유럽(독일)에 총 6개 법인이 있습니다.
· 각 법인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추어 본사의 각 사업부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역 및 금융 기법을 통해 지속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 각 거점국가의 시장 동향 등 정보수집,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활동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본사 또는 무역법인 산하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총 2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회사의 자원/인프라 사업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법인
(21개)

· 석탄, 석유, 팜, 발전, 석유화학, 금속 등의 해외 자원 및 인프라 사업을 위해 투자한
법인으로서, 현재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에 총 21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 각 법인들은 해당 국가와 사업의 특성에 맞는 Value Chain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사업 영역

자원 부문

Resources

LG상사의 자원부문은 석탄, 팜, 금속, 석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팜농장 등 투자사업의 운영 및 생산물
판매를 통해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자원사업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싱 능력을
바탕으로 자원 트레이딩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전문상사로서 비즈니스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차 전지 관련 소재 사업, 식량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 사업
• 석탄 광산의 투자, 개발, 운영
• 석탄 수입 및 삼국간 판매 사업

사업 현황
• 인도네시아 MPP 및 GAM
• 중국 Wantugou
• 호주 Ensham 유연탄광 등

인도네시아
PT. GAM 광산

팜 사업
• 팜 농장의 투자, 개발, 운영 및
팜 오일 판매

사업 현황
• 인도네시아 팜 농장 (2만 ha)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팜 오일 판매 (연간 7만 t)

인도네시아
PT. PAM 농장

금속 사업
• 철강 가공센터 운영 및 투자
• 녹색광물 등 광산 개발 및 투자

사업 현황
• 중국, 베트남, 인도, 폴란드,
철강 가공센터
• 가공, 유통, 판매, One-stop
서비스 제공

중국 천진
강화기전

석유 & 가스 사업
• 석유 / 가스 개발 및 투자

사업 현황
• 베트남 11-2
• 카자흐스탄 ADA
• 카타르 LNG 등

유전 개발 및 투자

인프라 부문

Infra & Industrial

LG상사의 인프라부문은 인프라, 플랜트 시설의 투자,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 사업과 전기/전자부품, 화학, 기계 수출입 및 무역 거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주형 사업과 더불어 인프라 사업 개발과 인수를 추진하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형 사업 및 신흥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는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케미칼 사업
• 석유화학 제품 Trading
• 비료 등 화공 플랜트 개발
및 투자

사업 현황

프로젝트 사업
• 해외 민자발전사업
• 신흥국 인프라 사업 개발
및 투자

사업 현황

• 중국 내몽고 석탄 화공 요소
플랜트 참여
• 오만 PTA

• 오만 무산담 화력 발전소
• 중국 우웨이 열병합 발전소
• 인도네시아 하상 수력 발전소
• 미얀마 시멘트 플랜트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처리 플랜트

오만 무산담 화력발전소

IT / VMI 사업
• 디스플레이, 가전부품 등
VMI 사업
• ICT Start up 투자

사업 현황

Automotive 사업
• 차량 생산 설비, 설계, 부품
통합 솔루션 제공
• 해외 전기 자동차 Project 개발

사업 현황

• 자매사 및 비자매사 向
부품 Trading
• 글로벌 생산 거점에서
VMI 서비스 기능 제공

• 인도, 동남아, 중국 등
신흥국 중심 프로젝트 사업

LCD 패널 공급

차량 부품, 생산 설비,
설계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