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8(수)

수 신 : Samsung S/W Track 해당학과
참 조 : 간사교수, 행정 담당자
제 목 : '17년 상반기「Samsung S/W Track (SST)」선발 공고
가.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 삼성전자는 귀교 해당학과의 우수 인재들을 대상으로 '17년
상반기 Samsung S/W Track (이하 "SST") 이수 예정자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지원자격
- 현재 SST 협약학과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
·휴학생 지원불가, 최대 2회 지원 가능
·3학년 2학기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18년 8월 졸업예정자
- 직전 학기까지 全학년 평점 3.2/4.5 이상인 자
- 졸업 시까지 지정된 Track 교과목 이수가 가능한 자
- 병역(남학생 해당)
·2학년 2학기 재학생: 군 미필자 지원 가능 (단, 졸업 전 군필 조건)
·3학년 1학기 재학생: 상동
·3학년 2학기 재학생: 군필자만 지원 가능
- 어학
·접수時 어학 성적 제출이 가능한 자 ('17년 상반기 공채기준)

2. 지원방법 및 일정
구 분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학과 전달
[학생]
접수결과
SST사무국 통보
[행정담당]

일 정

내 용

~ 3.13(월)

- 삼성채용홈페이지(http://careers.samsung.co.kr)
온라인 회원가입(ID : 이메일) 후,
ID 포함 개인정보(엑셀 작성양식)
학과 행정담당에게 제출

~ 3.14(화) 13:00 - 신청 학생명단(엑셀) SST사무국에 이메일 송부
3.15(수) ~
- 삼성채용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
3.21(화) 17:00
※ 학생 개인정보 SST사무국 통보前,
※ ~3/17(금) 권장
임의 온라인 접수時 SST 지원 무효

온라인 접수
[학생]

S/W 역량테스트

4.16(일)

인턴면접

'17.4월말 ~5월

인턴

- 직무적합성 평가(서류전형) 통과자 대상
S/W 역량테스트 실시
※ 시스템 통한 공지 예정(세부장소 등)
- 인성 및 직무역량, 창의성 면접 실시

'17.7월 ~ '17.8월 - 실습 실시(6주)

확정면접

'17.10월 예정

- 최종 확정면접 실시

장학생 선발

'18.1월 예정

- 교수 추천의견 반영 (학교별 T/O 고려)

3. 특이 사항
- 이수 조건 : 졸업 시 Track 평점 및 전체 평점 3.2/4.5 이상
※ 졸업 시점 : '18년 8월(3학년 2학기 지원), '19년 2월 이후(3학년 1학기 지원),
'19년 8월 이후(2학년 2학기 지원)

- 장학생 선발 時, 지급 장학금액
① 2학년 2학기 지원자 : 3, 4학년 2년간 총 2천만원
② 3학년 1학기 지원자 : 3-2학기, 4학년 1.5년간 총 1천5백만원
③ 3학년 2학기 지원자 : 4학년 1년간 총 1천만원
4. 문의처
- SST 사무국 (yunjeong.yi@samsung.com, T.031-8061-1859/1844)

삼성전자 SST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