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 InBev Korea 오비맥주 

Tech Talent Summer Internship(정규직전환가능)채용 
 

ABInBev는 세계 1위 맥주 기업이자 세계 5대 소비재기업으로 500개가 넘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글로벌 선

두기업입니다. ABInBev Korea 오비맥주는 카스, 한맥, 스텔라, 버드와이저, 호가든 등 차별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로 

국내 맥주시장을 선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

이 변화하는 산업에서 맥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젊은 인

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Strategy & Technology 부문 소개 

Strategy & Technology 부문은 크게 4개의 팀으로 (1. TechOps 2. Product & Program 3. Data Engineering 4. Strategy)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래의 디지털 전략 및 조직을 만들고, 빠른 속도로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 Digital 

Transformation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로 인해 더욱 정확한 비즈니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 꿈은 디지털을 통해 우리의 파트너사, 고객사, 소비자까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Tech Talent Internship Program 이란? 

잠재력이 뛰어난 예비 IT 인재들에게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IT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가능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현업 부서에서 전문가들의 코칭과 트레이닝을 받으며 글로벌 기업의 IT Infra 및 

Program 전반을 경험해 보세요. 향후에는 Digital Product Manager, Analyst 등 다양한 IT 직군으로도 커리어를 확장해 나

갈 수 있습니다.  

 

1.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모집부문 모집 직무내용 필요역량/경험 

Strategy & 

Technology 

부문 

00명 

⚫ IT Infrastructure & Operation 

-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IT 보안 솔루션 적용 지원 

- 네트워크/서버 운영 지원 

⚫ Product & Program 

- Digital Transformation 관련 프로젝트 지원 

- PMO 지원 

- Benchmarking 및 Research 지원 

1) IT 관심 및 유관 전공자 

2) 영어 가능자 

3) 독학 및 빠른 습득력 

4) 정리 능력 

 

2. 지원기간: 2022년 5월 25일(수) ~ 2022년 6월 1일(수) 23:59까지 

 

3. 지원방법: 이메일로 개별 지원 (수신처: People.HQ@ob.co.kr)  

 

4. 공통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2023년도 2월 대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경력 2년 미만의 기졸업자 

(단, 2022년도 7~8월 인턴십 활동에 차질이 없고, 정규직 전환 시 2023년도 1월에 입사 가능한 자) 

•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 경영정보 전공자(우대) 

• ITIL, CISA, MS MCP, MCSE, OCP, MS Azure, CCNA, SQLP/D, 정보처리 및 기타 전산관련 자격증(우대) 

• Operation IT 및 Digital Transformation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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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 절차  

 

 

 

 

 

5.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자격에 유의 바랍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문서로 증빙이 불가할 경우 채용이 취소되거나 전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 기간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턴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임원면접 포함)를 거쳐 정규직 채용 기회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