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IBM Consulting 신입사원채용

└ Application Developer

└ Business Consultant (Business Transformation)

└ Business Consultant (Hybrid Cloud Transformation)

your future with us 



Business Consultant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 시대에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를

포착하고, 이해하여 창의적인 고객 경험과 솔루션을 제시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디지털 전략 수립부터 고객 경험 설계 및 최소단위기능의 MVP 구현과 시장 검증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요강

- Hybrid Cloud Transformation

[자격요건]

 Cloud 등 최신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하신 분

 다양한 이해관계자 & 글로벌 팀과의 협업이 가능한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유하신 분

 최대 2년 미만의 컨설팅펌 / 일반기업 / 스타트업 근무 경험 보유자 우대 (인턴 포함)

 공인 영어 시험 성적 보유자 (아래 시험 중 택1로 제출 가능)

- TOEIC 800점 / TOEFL 85점 / TOEIC Speaking 140점 / OPIC IH 이상
(※ 2020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 영어권 해외대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는 제출 면제

 기업과 직원을 위한 비즈니스 현황과 요구사항을 이해하여, Cloud를 기반으로 한
Enterprise Transformation을 통해 고객 IT 및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 환경에 맞는 Cloud 도입 전략/로드맵 수립, Cloud-native 아키텍처 정의, 거버넌스
및 운영모델 정의, 어플리케이선 현대화 구축 및 이관 등을 지원합니다.

Business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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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의 사업 모델, 성장 전략 및 운영
모델 변화 방향을 도출합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재무/회계, 구매/공급망, 인사 및 IT 등 기업의 운영 전반에 걸친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 Business Transformation

*Business Consultant 직무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희망분야를
선택하여 최종지원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모집요강 Application Developer

[자격요건]

 최신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하신 분

 다양한 이해관계자 & 글로벌 팀과의 협업이 가능한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유하신 분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모바일 유관 전공자 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웹프로그래밍에 대한 과목 이수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

- 최대 2년 미만의 Java 개발 및 웹/시스템 유지보수 경험 보유자 우대 (인턴 포함)

 공인 영어 시험 성적 보유자 (점수 제한 없음)

- 영어권 해외대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는 제출 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와 운영 및 신규 개발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IBM의 Agile, DevOps 등 최신 방법론을 습득하면서 실무 경험을

축적 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Developer

 IBM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및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IBM 고객기업의 시스템 운영 프로젝트 (SMI)에서의 기존 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지보수합니다.

 Agile, DevOps, Automation 등 신규 기술을 습득하고 IBM 방법론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적용 합니다.

* 개발자의경우, 전형중 Coding Test가진행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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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자정마감
(http://ibm.intojob.co.kr) 

 IBM Korea Associate 공개 채용 홈페이지(https://ibm.intojob.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

 각 단계별 전형결과는 입사지원서에 본인이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지원서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 지원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 내용 및 제출된 서류 등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각종 문의는 채용 홈페이지 (https://ibm.intojob.co.kr/) 내 Q&A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일정

지원방법

주의사항

기본지원자격  학사/석사 학위 기 취득자 및 ’23년 2월 졸업예정자

 2022년 12월부터 계속 근무 가능하신 분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

지원서 접수

서류 및
직무적성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정규직 입사

>
>

>
>

11월초
- Developer 직무에 한해 Coding Test 추가 진행

11월중주말진행
- Consultant 직무는 case면접 진행

11월말주중진행
- 임원 면접

12월중예정

* 전체 면접 일정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위 제시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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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onsulting

 고객중심운영

- 전략, 프로세스, IT 등 개별 서비스 라인이 아닌 고객사 혁신

어젠다 및 현안 중심으로 조직과 리소스 운영

 최신기술및방법론활용

- Cloud, AI, Blockchain, Metaverse, Quantum과 같은 최신

기술과 AIOps & Garage와 같은 IT 기업의 선진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객사를 위한 새로운 사업/서비스를 실현시키거나, 기존

사업/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글로벌역량및생태계집결

- IBM 내부 혁신 경험과 리서치 결과, 전세계 고객사 혁신 사례와

전문가 및 전략 파트너사 네트워크를 활용

사업부소개

전략방향

IBM Consulting (구. Global Business Services) 사업부는 Global IBM이

지닌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앞 단의 클라우드 전략 컨설팅부터

실제 구축까지 아우르는 End to En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usiness Transformation Services

- Enterprise Strategy (사업/운영 전략)

- Customer Transformation (고객 경험 및 커머스/세일즈 혁신)

- Finance & Supply Chain Transformation 

(재무/회계, 공급망 전략, 프로세스 혁신 및 시스템 구축)

- Data & Technology Transformation

- Talent Transformation (HR 전략,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혁신)

 Hybrid Cloud Services 

- Hybrid Cloud Transformation

(Cloud 도입 전략, 아키텍처 수립, 이관 지원)

- Hybrid Cloud Management (Cloud 시스템 구축 및 운영)

 Sustainability

- ESG 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프로세스/시스템

- 탄소/에너지 절감 및 혁신

- 지속 가능 공급망 혁신 및 관리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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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화는 전 세계 기업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다양한 변화와 기회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IBM은 함께

일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갈 인재를 채용합니다.

여러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그들이 직면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로 충족시키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Growing Skills through Experience

다양한 산업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험 뿐

아니라, IBM 고유의 방법론과 최신 기술의 경험을 통해

비즈니스와 Technology의 지식을 동시에 모두 갖출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Owning Career and Building Personal Brand

Developer와 Consultant에 특화된 Customized & 

Specialized Learning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의 Skill을 증명할 수 있는 Digital Badge 및 Certification을

획득하여 본인만의 Career와 Personal Brand를 만들 수

있습니다.

Develop 
Relevant Skills 

and Gain 
Meaningful 
Experience

Associates
Program

Associates Program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와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고객을 리딩할 수 있는

기본 역량 교육과 각 직무에 있어서 명확한 비전을 확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합니다. 

Your Network Is Everything

한국IBM에서는 선/후배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뿐 아니라, 

전세계의 Associates 들과 함께 협업하며 다양한 Network를

쌓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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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 Life at IBM
IBM은 IBMer 개개인을 존중합니다.

IBMer 개인의 업무와 삶의 조화를 통해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Benefit & Career Program을 제공합니다.
** 현재 COVID-19 상황에 따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아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운영합니다. 

생활
지원

• 주택마련 이자 보조 지원

• 경조사비 지원

• 직장 보육시설 운영

• 임산부 휴게실 및 유축실

• 사내 카페 및 직원 휴게 라운지

업무
지원

• 유연근무제 지원 (재택 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 유/무급 휴직 지원

• 개인 법인카드 지급

• 법인 휴대폰 통신비 지원

• 직원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

웰빙
지원

• 호텔/리조트 지원 프로그램

• Fitness & GX 프로그램

• 사내 마사지 서비스

• 임직원 및 가족 대상 Wellness 전문상담 서비스
- 재무, 정신건강/스트레스, 성격진단 등

건강
지원

• 직원 건강검진

• Flexible Benefits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 단체 실비보험, 생명보험 가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커리어
성장

• 글로벌 커리어 개발 기회
- Associates 멘토링 제도, 글로벌 커리어 프로그램

• 체계적인 커리어 개발
- AI를 통한 커리어 개발 추천, 

360도 다면평가를 통한 Personal Brand 구축

• 교육을 통한 성장
- 디지털 러닝 플랫폼을 통한 개인별 맞춤 학습과
Digital Badge로 본인만의 Skill과 커리어 개발



IBM은 1911년 설립되어 111년의 역사동안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을 통해 고객과 세상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왔습니다. IBM은 Cognitive 

Solutions & Cloud Platform 을 통한 산업

혁신에 포커스하여 IBM의 전체 비즈니스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런 변화에 발맞춰

IBM은 고객과 함께 Transformation Journey 

를 선도할 것입니다. 

About IBM

270,000
전세계 IBM 직원수

6
6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28
28년 연속 U.S 특허취득 1위

171
IBM 진출 국가 수

9,130
2020년 IBM이 등록한

U.S 특허 건수

20
IBM의 대표 산업군의 수

10
U.S National Medal of 

Technology  10회 수상

IBM Strategy : 
Hybrid Cloud and AI

IBM의 Red Hat 인수는 Enterprise Computing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Mission Critical 

Workload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유연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인 Hybrid Cloud를 뒷받침합니다.

고객들은 Hybrid Cloud Software를 배포하여 IT 

환경을 현대화하고, 조직이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여

측정 가능한 결과를 대규모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나 규제 대상 산업이 Hybrid Cloud로

Migration함에 따라, IT 인프라의 안전, 보안 및 신뢰성

구축에 기인하여 고객이 더욱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집중하도록 지원합니다. 

IBM은 향후 3년 동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에코

시스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를 함께 할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을

지원합니다.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 원격 인력 지원, 

가상환경에서의 고객 참여 강화 등 중요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의 Hybrid Cloud 

Migration을 지원합니다. 

양자 물리학 원리를 사용하여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양자 컴퓨팅입니다. 클래식 컴퓨팅을 보완하는

퀀텀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ybrid Cloud 상에서 AI 자동화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고객의 Way of Working 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