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SAP Korea 상반기상반기 인턴인턴 채용공고채용공고
 
About SAP
As market leader in enterprise application software, SAP helps companies of all
sizes and industries innovate through simplification. From the back office to the
boardroom, warehouse to storefront, on premise to cloud, desktop to mobile device
– SAP empowers people and organizations to work together more efficiently and
use business insight more effectively to stay ahead of the competition. SAP
applications and services enable customers to operate profitably, adapt
continuously, and grow sustainably.

 
◎◎ 모집부문모집부문

모집분야모집분야 전공전공 근무지역근무지역모집인원모집인원

전 사업부분
(Sales/Presales/Consulting)

제한 없음서울 도곡 0 명

 

◎◎ 지원자격지원자격
1) 2016년 2월/8월 국내 외 학사(석사) 졸업 예정자 및 기 졸업자 (3년이하 경력자 가
능)

2) 영어(한국어) 능력 우수자
3) 2016년 1월 초 입사 및 6개월 근무 가능자
 

◎◎ 전형방법전형방법
서류전형 → 실무(역량) 인터뷰 → 영어 테스트 → 인/적성검사 → 최종 인터뷰
 

◎◎ 우대사항우대사항
인턴 근무 평가에 따라 2016 SAP Korea 신입 공채 우선 지원자로 가점 제공
* 2016 SAP Korea 신입공채신입공채(예정예정)
모집부분: 1. Sales / Presales Academy: 0명
           2. Consulting Associate: 0명
           3. Project Associate: 0명
 

◎◎ 지원방법지원방법
1) 접수처: 온라인 혹은 Email 접수 중 1가지 택하여 지원
- 온라인 접수 => SAP Career Website 입사지원 (해당 Req No.: 98077)

- Email 접수 => minsu.kim@sap.com (채용담당자: 김민수) / Email 제목: SAP
Intern_홍길동
2) 제출서류: 영문 Resume 및 Cover Letter (지원 시 필히 제출요망)

3) 접수마감: 2015년 11월 22일(일) 24:00

4) 서류합격발표: 2015년 11월 마지막 주 내 합격자에 한해 개별안내
 

◎◎ 유의사항유의사항

 



3) 접수마감: 2015년 11월 22일(일) 24:00

4) 서류합격발표: 2015년 11월 마지막 주 내 합격자에 한해 개별안내
 

◎◎ 유의사항유의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형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입사)이 취소됩니다.

 

SAP'S DIVERSITY COMMITMENT
To harness the power of innovation, SAP invests in the development of its diverse
employees. We aspire to leverage the qualities and appreciate the unique
competencies that each person brings to the company.

SAP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s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to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applicants with physical and/or mental
disabilities. If you are interested in applying for employment with SAP and are in
need of accommodation or special assistance to navigate our website or to
complete your application, please send an e-mail with your request to Recruiting
Operations team (Americas: Careers.NorthAmerica@sap.com or
Careers.LatinAmerica@sap.com, APJ: Careers.APJ@sap.com, EMEA:
careers@sap.com). Requests for reasonable accommodation will be considered on
a case-by-case basis.

 

Apply to this job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