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 Track your career through

Consulting by Degrees Program

2012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신입컨설턴트 공개채용
한국 IBM GBS 는 비즈니스 및 IT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본 공채의 특징은 Consulting by Degrees (CbD) 라는 GBS 만의 차별화된 Fast
Track Leadership Program 으로써, 신입 컨설턴트들에게 특화된 육성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하여 조기에 Global Leader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Consulting by Degrees Program 을 통한 신입 컨설턴트는:
입사:

수습 4 개월:

정규직 전환 100%:

CbD Program:

2012년 9월 3일

2012년 9월 ~ 12월

2013년 1월 1일

4 단계 (24+ month)

• 집중적인 기본
컨설팅 교육 (30일)
• 프로젝트 OJT (90일)

• 1월 1일 정규직 전환
• 비지니스 컨설턴트
• IT 컨설턴트

•
•
•
•

Step 1: Foundation
Step 2: Breadth
Step 3: Specialization
Step 4: Graduation

본 포지션은 인턴쉽이 아닌 IBM GBS 신입공채 컨설턴트 채용 입니다.

Consulting by Degrees Program 모집영역:
Business Consulting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ing

• Financial Services Sector
• Strategy & Transformation
• Application Integration Services
• Enterprise Applications
• Business Analytics & Optimization

자격요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2년 8월 졸업 예정자 (학사 또는 석사)
9월 3일부터 Full-time 으로 서울 근무 가능자
공인 영어성적 보유자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유효성적에 한함)
업무 수행을 위한 영어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Verbal & Written Communication)
- 별도의 영어시험 실시 예정 (Speaking and Writing Test)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
•

자격우대
• Business Consulting 영역: 전공 불문
-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산업공학, 통계학 선호
• IT Consulting 영역: 전공 불문
-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경영정보, Business Technology 선호
• 컨설팅 인턴쉽 경험

지원방법 및 선발절차
• 지원방법: www.ibm.com/jobs
입력

Search for jobs at IBM

Key Word란에 GBS-0492918

조회

• 지원기간: 2012년 6월 4일~30일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영어시험: 2012년 7월 10일~13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해외대학생 제외)
• 면접전형: 2012년 7월 22일 (영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에세이 (자세한 내용은 상기 채용공고 사이트 참조)
• 입사일자: 2012년 9월 3일

비고
• 최종 제출한 지원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기채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작성 내용과 제출된 서류가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Diversity 채용
IBM은 다양성 및 Equal Opportunity 정책에 근거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정체성 및 표현방식,
국적, 유전적 요소, 장애, 나이, 보훈여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역량 있는 지원자들에게
동등한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We’re looking for the best and the brightest
A smarter planet requires smart people—talented university students to fuel our growth and develop
into the future leaders of our business. We value the fresh perspective that our entry-level consultants
and interns bring. Whatever your background, you can turn your expertise into value for the world’s
leading clients.

We are looking for candidates with
• Strong leadership and adaptability, with willingness to readily and voluntarily take ownership of
highly challenging tasks and problems, even beyond initial scope of responsibility
• Thorough and analytical, with capability to apply logic to solve problems
• Ability to handle multiple tasks concurrently and meet deadlines, while maintaining focus despite
conflicting demands
• Drive to overcome the most challenging or difficult obstacles and look for ways to improve results
• Initiative to actively seek new knowledge and improve skills
• Effective interpersonal skills with ability to collaborate and work effectively with individuals,
strengthening relationships to achieve win-win solutions
• Powerful communication skills, successfully using multiple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to
deliver a compelling and engaging response
• A passion for innovative ideas, coupled with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ssimilate different
points of view

Be a leader at a leading company

•
•
•
•

Consulting is just one of many areas in which IBM excels—and which you can excel. As the
world’s largest consulting organization we partner with our clients to create and implement change
that matters. Our business diversity offers access to resources that you won’t find anywhere else:
Enriched business consulting with industry-leading research, advanced analytics and technology
Innovative and flexible approaches that only IBM can offer through our unique combination of skills,
experience and capabilities
Proven roadmaps and frameworks we have developed across 17 industries
Global expertise and local capabilities through our unique global delivery network in over 170
countries
IBM Consultants apply these strengths to business issues and opportunities, giving our clients not
only the ability to anticipate change, but also take advantage of new possibilities.

IBM 이 찾는 Consulting by Degrees 의 인재상을 자세히 보시려면,
Consulting by Degrees brochure 를 참고하세요.
Join us. Let's build a smarter planet.

문의
• IBM GBS 채용팀 장수임 sooim@kr.ibm.com, 서인영 iyseo@kr.ib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