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겨울 학점인정인턴프로그램 - 참여기업 개요]

1 2 3 4
네이버 삼성전자 CE/IM/전사직속 SK하이닉스 현대카드

모집인원 00명 7명 00명 2명

자격요건 3~4학년 재학생 3~4학년 재학생, 학점 3.2이상
3~4학년 재학생,

기 SK hynix 인턴진행 인원 불가
3~4학년 재학생

실습기간
2017년 12월 26일 ~ 2018년 2월 9일

(방학 中 7주간)

2018년 1월   일  ~  2018년 2월  일

(방학 中 4주간)

2017년 12월26일 ~ 2018년 1월 19

일

2018년 1월 8일 ~ 2018년 2월 14일

(방학 中 6주간)

실습장소
네이버 그린팩토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혹은 우면

R&D센터
이천/분당 본사(여의도/강남 스튜디오블랙)

실습내용

네이버 페이/쇼핑/플레이스/플레이스

&예약 플랫폼 개발

공통 플랫폼 개발

검색 기술 연구/개발

딥러닝 기반 모델 개발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활용한

실무 실습 및 과제수행

SK hynix NAND Solution / SW /

Architecture

             (Algorithm Lab)

1. 캐글에서 가장 활발히 쓰이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 조사 (캐글 챔피언 결

과 조사 등등)

2. 머신러닝을 이용한 딕셔너리 구축

로직 구현

3. NLTK와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감정

사전 구축 로직 구현

4. AB 테스트를 위한 사용자 그룹 추

출 로직 구현

5. 머신러닝을 이용한 HTML Parser

구현

6. EDA 툴킷 (데이터 자동 설명)

7. AutoML 리서치

8. 데이터 익명화 로직 구현

지원사항

• 실습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지원

• 프로젝트 별 멘토 배정

• 식사 제공, 기숙사는 실거주지에 따

라 제공

• 개인 멘토 배정

• 기숙사 및 식사 제공

• 개인 멘토 1:1 코칭

• 숙박 제공(지방 거주자의 경우)

• 개인 멘토 선정

기업명



기타

채용전제형으로 4학년 선호함

(단, 딥러닝 기반 모델 개발 부문은

8주간 체험형 인턴과정으로서, 외국

인학생 적극 지원하길 바람)

• 공채 지원 시 가산점 여부 (아니오)

• 외국인 학생 선발 여부(아니오)

• 군필 및 삼성전자 취업 관심자 우대

공채 지원 시 가산점 여부 (예)

외국인 학생 선발 여부(아니오)

장학생 특채 전형 예정

공채 지원 시 가산점 여부 (예)

• 채용전제형 (예)

• 외국인 학생 선발 여부(아니오 )

* 상기 내용은 기업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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