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SAP Korea 하반기 신입/경력 공개채용
(Sales/Presales Academy)
SAP 에 대해
SAP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보다 향상된 경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AP Academy 에 대해
SAP Academy는 글로벌로 진행되는 SAP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으로 입사 후 미국에서 3-6개월
연수 후 Local Office(Korea)에서 계속 Career를 이어나갈 수 있는 SAP 글로벌 신입/경력 채용 프
로그램 입니다. 입사 1달 후 미국 California Dublin의 SAP 교육센터에서 전 세계 SAP Academy
출신자들과 함께 진행되는 Training과 각 해당 국가 Local Office 별로 일하게 될 부서에서 On the
Job Training을 받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 모집부문 (신입/경력)
모집분야

Sales
Academy
(솔루션 B2B 영업)

Presales
Academy
(솔루션 기술영업)

세부직무

전공

근무지

인원

무관

서울

0명

• 최신 IT 동향(Cloud/IoT/Big Data)을 반영한 최적의
솔루션 제안 및 영업
• SAP의 비지니스 파트너를 통한 채널 및 솔루션 영업
• 고객사 관련 시장 조사 및 분석

• 최신 IT 동향(Cloud/IoT/Big Data)을 반영한 최적의
솔루션 기술영업 수행
• SAP 솔루션 제안서 작성 및 경쟁사 트렌드 분석
• 고객사 비지니스 이슈 분석 및 솔루션 제안

★ SAP Academy는 글로벌로 진행되는 SAP 신입/경력 공개채용으로 입사 후 미국에서 3-6개월 연수

◎ 지원자격
1) 2017년 8월 국내 외 학사(석사) 졸업 예정자 및 기 졸업자 (5년이하 경력자 지원가능)
2) 영어(한국어) 능력 우수자

3)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실무(역량) 인터뷰

→ 영어 테스트 → BOOTCAMP

→ 최종합격

- 7월 초 내 모든 전형 완료예정 / 각 단계별 합격자 개별 통보
- 입사일: 9월 초 예정 (입사 1달 후 미국연수 출국)

◎ 지원방법
1) 제출서류: 국, 영문 Resume 및 영문 Cover Letter (MS Word 1개 파일로 제출)
(Resume 상단 지원분야 기재 필수 - Sales, Presales 중 택1)
2)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 SAP Career Website 통해서 입사지원 Req No. 125482 (혹은 아래
URL 클릭 후 지원)
“2017 SAP Korea 하반기 신입/경력 공개채용 (Sales/Presales Academy)”
https://career012.successfactors.eu/sfcareer/jobreqcareer?jobId=125482&company=SAP&username=

3) 접수마감: 2017년 5월 28일(일) 자정까지
4) 서류합격자발표: 6월 둘째 주 내 합격자에 한해 개별안내
5) 문의: yousun.bok@sap.com (채용담당자: 복유선)

◎ 유의사항
•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합니다.
• 접수는 온라인(SAP Career Website)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전형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입사)이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