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글로벌 포워딩
체험형 인턴 모집(서울/인천)

DHL Global Forwarding Korea Ltd.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는 물론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무역의 비즈니스 동반자로서 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Deutsche Post DHL Group 의 계열사로 전 세계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국내외 최고의 Freight Forward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아래와 같이 인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모집부문
모집부문

담당업무

OFR Export
(해운수출부)

� Processes, handles and distributes all
required documents in the shipping area
� Ensures customer requirements are met and
takes corrective actions
� Follows-up shipment status in the Export
area, identifies incidents and ensures
resolution of incidents
� Accepts and processes orders for handover
to Operations
� Supports Customer Service in the incident
and exception management resolution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원

� 서울사무소 근무 가능자
� DHL 네트워크와
물류산업에 관심 있는 자
� 영어커뮤니케이션이
능통한 자
(Fluent English ability in
written and speaking)

0명

� 인천사무소 근무 가능자

AFR
Product
(항공부)

� Processes, handles and distributes all
required documents in the air freight area
� Ensures customer requirements are met and
takes corrective actions
� Follows-up shipment status, identifies
incidents and ensures resolution of incidents

� DHL 네트워크와
물류산업에 관심 있는 자
� 영어커뮤니케이션이
능통한 자
(Fluent English ability in
written and speaking)

- 근무형태 : 체험형 인턴
- 근무시간 : 주 5 일제(월~금, 9:00~18:00)
- 근무기간: 채용시~6 개월 간(*해당 기간 근무 가능자)
- 근무지 : 서울 본사 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 가)/이레빌딩 (서울 지하철 당산역 2,9 호선 도보 10 분 이내)
인천 사무소(인천 중구 영종도내, 인천공항)/여객터미널과 화물청사역에서 회사버스 운행
- 급여 :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시 협의),
- 복리후생 : 월 1 회 연차

전형절차
1 차 서류 전형 - 2 차 실무 면접 - 근무시작(11 월 말 예상)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연락 드립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양식 : 자유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포함, MS-Word 양식 사용)
- 국문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모두 한 개의 MS word 파일로 작성하여 자유 양식으로 제출
- 취업포털 사이트 내 저장된 온라인 지원방식으로는 접수 불가
- 수신확인 시 "읽지않음"으로 표시되는 것은 당사 방화벽 때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ob.dgfkr@dhl.com)
- 접수기간 : 2019 년 11 월 14 일(목) 18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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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정보다 조속히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주십시오. (job.dgfkr@dh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