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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N Korea HR Team

2013 년 Nokia Siemens Networks Korea Internship
Nokia Siemens Networks 는 최첨단 이동통신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핀란드에
본사를 두고 세계 150 여 개국 600 여 고객사를 확보하여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End-to-End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세상 – Nokia Siemens Networks 가 만들어 가는 내일 입니다.
Nokia Siemens Networks 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부분 세계 1 위, 세계 최초 LTE 기술 시연
성공’ 등의 명성에 걸맞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한 발 앞선
기술과 친환경 리더십 경영을 통해 사람과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기업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가 하나되는 즐거운 미래를 만드는 기업, Nokia Siemens Networks
Korea 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보세요! 최첨단 이동통신 기술 및 글로벌 전문가들의
뛰어난 노하우를 습득하는 기회를 통해, 지구촌 온라인 세상의 중심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의 통신 미래를 디자인하고 선도할 젊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
부문

통신서비스 기술부

인원

2명

직무

Customer Service Engineer
: Radio, OSS or Core to be determined during the interview process

근무지
자격요건
1) 전공
2) 어학
3) 역량

4) 기타

서울/경기 지역
Computer Science, Electronics Engineering,
Electronics communication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Intermediate level of spoken & written English
For OSS candidate, CISCO related certification (CCNP,CCNA) would
be a plus but not mandatory
•

2013 년 08 월 졸업예정자 /기 졸업자

•

혹은 하반기 인턴십 수행이 가능한 2014 년 2 월 졸업예정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및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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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및 절차
•

접수기간 : 2013.06.17 (월) ~ 2013.06.23 (일) 자정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각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cindy.kim@nsn.com

(이메일 제목과 첨부파일에 지원자명을 국영문으로 기입 요망 예. 홍길동_Gildong Hong)
•

선발절차
입사지원 -> 서류 전형 -> 면접 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3.06.26 (수) 이후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인턴십 기간 : 2013 년 7 월 초 ~ 2013 년 12 월 예정 (6 개월)

기타 안내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조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취소됨

•

최종학력을 '졸업예정'으로 기재하였으나, 당사 입사시까지 졸업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 됩니다.

•

당사의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인턴십 기간 동안 소정의 인턴십료가 지급되며, 인턴기간 종료 후 실무경험을 통해
업무 능력과 태도가 검증된 인재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indy.kim@ns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