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NGINEERING
DEVELOPMENT PROGRAM
(GEDP)
FOR ASIA
2018

PROGRAM OVERVIEW
•
•
•
Structure

•

As a two-year program with four technical rotational assignments, 3 rotation assignments in Korea, 1 rotational
assignment in US
GEDPs receive targeted training from seasoned engineers and participate in projects to develop them into wellrounded software engineers.
Minimum of 30 weeks of GE Appliances instructor-led, university-accredited technical software development
training; group technical projects
Extensive coaching, mentoring & networking with peers globally

• Technical: courses spanning the fundamentals of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Engineering, and business-specific applications to products
• Non-technical: experiential technical presentation & communication skills, project
management, and others
Curriculum

• Opportunity to pursue GE Appliances-sponsored Master degree in US university

• Varied roles across the Engineering organization, including
application & web development, embedded systems, system
integration & testing, computing & analytics aligned with GE
Appliances products
Assignments

• Developing software as a product or to support GE Appliances
products

JOB POSTING – GEDP SOFTWARE(ENGLISH)
Qualifications
•
•
•
•
•
•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Computer Science, Electrical Engineering, or related field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s, both verbal and written (Korean & English)
Deep experience with C (must have) and C++ (optional), lua (optional), python (optional)
Cumulative GPA >=3.0 (out of 4.0)
Completion of a military service and no issue on travel to abroad
Completion of GE Appliances-specific and relevant technical coursework

Desired Experience
•
•
•
•
•
•
•
•
•
•

Passion / aptitude for technology
Previous hands-on, technical internships
Personal application of technology through hobbies, start-ups, consulting (e.g. web development)
Leadership role(s) on campus
IT/software development activities/club involvement
Excellent academic record, have experience in technical writing
Strong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bilingual proficiency in English and Korean
Demonstrate quick learning skills and analytical approach to problem-solving
Passion for technology, innovative spirit, committed to a career in technology/engineering
Has leadership potential, able to deal effectively with stressful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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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POSTING – GEDP SOFTWARE(KOREAN)
프로그램 소개
Global Engineering Development Program (GEDP)는 R&D Engineer 인재 양성을 위해
설 계 된 2 년 기 간 의 Career Development 프 로그 램 입 니 다 . 현 재 채 용 중 인 GE
Appliances의 GEDP는 2년 동안 6개월씩 총 4번의 국내와 해외 순환근무를 통해 GE
Appliances의 현역 전문가들로부터 기술,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받고

2019 GEDP 채용 모집 요강
모집 기간

2019년 2월 28일 (목) 22시까지

지원 서류

자유 형식의 영문 이력서 및 영문 자기소개서(Cover Letter)

실무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각 rotation 기간 동안에는 글로벌 GE Appliances에서
진 행 하 는 Software Engineering Course 를 수료하 며 수업 및 과 제 , 팀 보 고서를
제 출 하 게 되 며 동 시 에 해 외 와 국 내 에 서 근 무 하 며 Appliances Application

서류 제출

•
•
•

지원서 접수: Juneyoung.kang@geappliances.com
제목 형식: [GE Appliances GEDP Application] Name in English
지원서 형식: Name in English.doc ** merge all documents into
one MS-Word file

Minimum
Criteria
(기본
요건)

•
•
•
•
•

공학 (전자, 자동제어, 컴퓨터, 통계 등) 학사 혹은 석사
C언어 사용 가능자
영어 능통자 (TOEIC 900점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능력 보유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 학년 평점 평균 3.0 이상 (4.0 만점 기준)

Engineering과 관련된 각 제품 분야 전문가들과 team project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화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 분석, 설계, 품질, 디자인, 안정성, 신뢰도
통합 테스트 등의 업무를 경험하게 되며, 프로젝트와 더불어 엔지니어링 수업, 보고서
작성, 각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세계 리더들 및 다양한 사업부의 Engineer 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선발과정
GE Appliances GEDP는 2019년 3월에 입사하게 됩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사업부의 실무 담당자와 인터뷰, 2차 글로벌 인터뷰, 3차 임원 및
인사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최종 선발 됩니다.

Preferred •
Criteria •
(우대
요건)
•

문 의 처

•

분석력, 리더십 경험
탁월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Strong Communication &
Interpersonal Skills)
GE Appliances Korea 인사부 채용담당자
(Juneyoung.kang@geappliances.com)
GE Appliances Website: www.geapplian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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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our team of talented people.
PEOPLE LIKE YOU.
Apply now: https://careers.geappliances.com/job/GEAPUS2113/EED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