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DM Metals Korea Co., Ltd.

신입사원모집
VDM Metals GmbH, located in Germany, is a world ranking no. 1 Nickel manufacturer.
The official local subsidiary VDM Metals Korea Co., Ltd is supplying Nickel alloys and other non-Ferrous metals
to major Korean industries since 1990.
We’re looking for active and innovative people who want to work with us.
브이디엠 메탈즈는 세계 니켈제조 1위의 독일 기업으로,
1990년에 설립된 한국지사는 국내 주요 산업 분야에 니켈합금 등 비철금속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 확대에 따라 폐사에서 함께 근무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1.

Job Description 모집분야 : External sales 국내 기술 영업
- Generation of order/sales to existing and new customers by local contacts/visits
- Developing potentials of major related industries : Electronic / Electrical Eng., Automotive, Aero&Turbine
기존/신규 고객 방문 및 일반적 수주 영업활동
주요 산업 분야 관련한 신규 업체 개발 : 전기&전자, 자동차, 항공&터빈 등

2.

Qualification 지원자격
- Male / Female of University graduate, fluent in English
- Engineering / Economics / Business
- Fresh, available immediate work
- Proactive & open-minded person with accurate & sincere attitude
- Ability to work independently as well as cross functionally
- Christian preferred
남녀불문, 영어가능, 전공불문 (공학계열 우대)
신입, 즉시 근무 가능자
여러 직무를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융통성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자세 및 성실하고 정확한 업무 능력

3.

Employment Information 근무여건
- Permanent: 5 days Work, 4 Social insurances, Competitive C&B packages
- German Headquarter Product Training
정규직 : 주 5 일근무, 4 대보험 및 복리후생, 수습 3 개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근무, 독일 본사 교육/연수 예정
연봉 : 회사내규에 따름 (희망연봉제시)

4.

Applications 제출서류
- Resume, Cover letter both in Korean and English
- Diplomas, Academic transcripts and Authorized English scores
이력서, 자기소개서 (국/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서

5.

Recruit Process 전형방법 및 일정
- Application Documents Review, Interviews including English Presentation
서류심사 후 면접, 영어프리젠테이션 포함
- 서류접수 :2017 년 12 월 8 일 (금) ~ 1 월 26 일 (금)
- 면접일정 : 2017 년 12 월 18 일부터 개별 통지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인사 담당자 hyojoo.kim@vdm-metals.com
- Website: http://www.vdm-metals.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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