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1. 모집 요강
디자인 경영센터 User eXperience 부문/
Life Soft Research 연구소 신입/경력 공개모집

모집 분야

▶UX (research/design/validation)
- Consumer Insight Research 부문
(contextual Insight, Research planning and analysis)
- Physical UI (ex: UD,PUI, Emotional Engineering)
- Logical UI(ex: Information Architecture)
- UX scenario Prototyping
- Contents & Service 관련
▶Life Soft Research
1. 고객 분석 전문가 :
과학적 고객 이해에 입각하여 제품 경쟁력 제고/품질향상을 도모함
- 시장 및 고객 Trend 분석을 통핚 신규 사업/제품 기회 발굴
- Global 고객 연구에 입각핚 Needs 발굴
- 제품/기술 전략 및 Concept 방향성 제시
- 제품/기술 개발 목표 수준 설정
- 고객 가치 검증을 통핚 개선안 제안

모집 부문

2.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핚 Consulting 업무 수행 인력:
제품 개발, 출시, 생산, 판매 등의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다수의 이슈를
해결하고 판매 경쟁력을 향상함
- 제품 Positioning 방향 및 Value Proposition 설정
- 제품 Display 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안
- 제품의 Written / Verbal Communication 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사내 Creative Ideation Program 강화 및 전사적 확대를 통핚 성과 창출
- 고객의 제품 실사용 홖경에서의 Needs 발굴 및 Solution 도출

모집 학과

-

경영학 (소비자 행동, 마케팅 등) 및 사회과학(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공학계열 (전기, 전자, 전산, 산업공학 등)
인문계열(국문학,영문학,미학,철학 등)
예능계열(산업디자인등)
HCI/ 인터렉션 디자인
기타 관련학과

응시 자격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신입 가능)
학사 학위 소지자 (관련 경력 2년 이상 보유자에 限함)
학점 3.0/4.5 이상자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 Toeic/Teps(600점),TOEFL(180점), G-Telp 2급(60점),
TOEIC Speaking level 5 이상 공인어학성적 보유자
(서류 마감일 이전 2년 이내 유효한 성적만 가능/
경력자는 5년이내)
- 해외대(영어권)학위소지자의 경우 어학성적 없이 지원가능
- 상기요건을 갖춘 자로서 11년 5,6,7월 입사가능자

모집 인원

0명

근 무 처

서초 R&D캠퍼스 디자인경영센터

2. 모집기간 : 2011년 5월 4일(수) ~ 5월 16일(월)
3. 문의/접수처
접수 : LG전자 채용홈페이지(http://www.lge.co.kr/cokr/main/RecruitMainCmd.laf)
담당자 : 인사기획그룹 홍성은 대리
E-mail: sungeun.hong@lge.com
4. 기타
- 입사지원은 LG전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만 가능합니다.(e-mail 송부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기한은 해당일 자정(24:00)까지 입니다.
- LG전자 지원이력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초기 등록 이메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허위 기재시 불합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