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와 중소기업청이 함께하는
취업연계LabVIEW 프로그래밍 전문가 과정 모집 안내
과정명 : LabVIEW 를 이용한 생각대로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전문가 과정
회사소개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이하 한국 NI)는 컴퓨터 기반의 Test, Measurement, Automation,
Control 및 Design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LabVIEW 및 1000 가지
이상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40 여 개의 지사와 6,000 여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인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GPW (Great Place to Work)에서 진행한 “일하기 좋은 100 대 기업 (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 13 년 연속 선정, “2012 일하기 좋은 월드베스트 25” 선정 되어
FORTUNE Magazine 기사에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BusinessWeek 지가 선정한 경력을 시작하기
좋은 50 대 기업 중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 korea.ni.com/company/intro)

과정소개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이하 한국 NI)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취업연계 LabVIEW 프로그래밍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본 과정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에너지, 기계,
항공, 국방, 전자, 전기 분야의 계측, 자동화, 디자인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그래픽기반 개발 소프트웨어인 LabVIEW 및 NI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업무 현장 경험, 취업연계 프로그램 진행(취업특강, 이력서 클리닉, 모의 면접 등) 및 취업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과정 세부사항 : http://www.rndacademy.or.kr/edu/labview_new.asp)

과정일정
1 차 : 2014 년 06 월 30 일 ~ 07 월 25 일 (서울/대전)
2 차 : 2014 년 07 월 30 일 ~ 08 월 27 일 (서울/대전)
- 서울 특별시 삼성동 한국 NI 교육센터
- 대전 광역시 유성구 한국 NI 교육센터

지원자격
이공대 계열 (전문)학사 및 석사 졸업예정자 (2014 년 8 월, 2015 년 02 월 졸업예정자)
졸업 후 3 년 이내 미취업자

※ 대학원 진학 예정자 제외

모집절차및안내
전형방법

서류모집기한
1 차 : 2014 년 5 월 07 일(수) ~ 6 월 11 일(수) 24:00 까지
2 차 : 2014 년 5 월 07 일(수) ~ 7 월 04 일(금) 24:00 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능)
접수방법 : 과정명 : LabVIEW 를 이용한 생각대로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전문가 과정
서울과 대전 중 희망 지역을 반드시 기재할 것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장소 및 일정 차후 개별 공지
자동화, 측정, 계측 관련 관심이나 경험 및 자격증 및, LabVIEW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을 경우,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항목에 함께 기재.
(온라인 접수 링크 : www.rndacademy.or.kr/request/person_privacy.asp)

모집인원및기타사항(공통)
모집 인원 : 45 명(1 회차기준, 서울 30 명/ 대전 15 명)
모집 형태 : 취업연계 LabVIEW 프로그래밍 전문가 과정 교육생
지원 혜택 : 1 인 기준 약 1,600 만원 상당의 기술 교육을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무료로 제공
지원 혜택 : LabVIEW 프로그래밍 전문과 과정 수료증 제공
지원 혜택 : 취업 멘토링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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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최근 촬영한 정장 입은 사진 부착, 서울과 대전 중 희망 지역을 반드시 기재할 것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 시 제출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교육팀 Training.Korea@ni.com(02-3451-3400) 또는
취업연계 R&D 센터 031-628-9625 로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