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쿠팡 비즈니스 데이터분석가 채용 통합공고
직무
비즈니스 데이터분석가
(Business Data
Analyst)

담당업무
1.주요 업무
-주기적인 비즈니스 리뷰 리포팅 및 인사이트 제공을
통해서 중요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들을 지원
2.빅데이터 통한 데이터/리포트 자동화 및 성과분석,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3.기존 프로세스 개선 및 신규 지표 개발, 관리

자격요건 / 우대사항
*지원 자격

•

통계, 수학, 컴퓨터 공학, 데이터 관련 분야
학.석사 학위 소지하신 분

•

총 경력 3 년~15 년, Data 분석 경력 적어도
5 년 이상 소지하신 분

•

능숙한 SQL (적어도 3 년이상 사용경험 필수),
엑셀 기술을 보유, 빅데이터 시스템(Hive,

# 채용부서: CRM, Growth Analytics, Retail Merchandising
Operation, Retail Program management, Marketplace,
Consumer Electronics & Media, GO Program
management, Instock planning, Fresh FC (Fulfillment
center) Operation, FC Service Design Excellence,
Environment Health & Safety, Logistics operation,
Logistics Satety operation
고객분석, Growth 분석 (전략, 마케팅), 프로모션 Targeting,

Hadoop, Hue) 쿼리 경험을 보유하신 분

•

Tableau 또는 Power BI 를 이용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리포팅, 대시보딩 경력을 보유하신
분

•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는
업무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력으로

리테일 머천다이징 (가전제품, 뷰티, 일반소비재 등)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신 분

/프로그램 운영 인사이트 제공, CRM 인사이트 제공,
마켓플레이스 (Seller 비즈니스), 사이트 머천다이징,
물류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이트 제공, 효율적인
재고관리, Fresh FC 물류센터 현장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분석/인사이트제공, 쿠팡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데이터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 등
[재직자 인터뷰] 쿠팡 BA 분들을 만나보세요!

https://lnkd.in/fx4-3Fx
[쿠팡 비즈니스 영상]

- 잠들지 않는 쿠팡 FC
https://youtu.be/wBRPjZKwuqw

- 인공지능이 만드는 놀라운 혁신 :

*우대 조건

•

이커머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 업계 근무
경력을 보유하신 분

•

Python, R 등 기타 Programming language
사용 경력을 보유하신 분

•

한국어, 영어 모두 능숙한 커뮤니케이션
가능하신 분

•
•

파이낸셜 모델링/예측 경력을 보유하신 분

*지원서류 : 국,영문이력서(필수), 경력기술서

https://youtu.be/r7bDUYosNRQ

- 쿠팡 상품이 된 아기 곰인형의 여행 :
https://youtu.be/9pVjGJ2dm7Q

*지원관련 문의는 crystalhan@coupang.com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원링크] 쿠팡 Business Data Analyst 포지션

https://grnh.se/0b0f534e1us
쿠팡 뉴스룸 : https://news.coupang.com
쿠팡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oupangrecruiting
쿠팡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company/coup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