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글로벌 스타트업 ㈜오토위니 – 온라인 무역 플랫폼

차량 관리 담당자 채용
㈜오토위니는 대한민국 No.1 자동차 수출 플랫폼인 오토위니, 글로벌 폐차 경매 플랫폼인 옥션위니를 운영하며 100여개국 이상의 전세계 오토
트레이더들에게 한국차를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게 직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유통에 "인터넷 직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판매자와 바이어를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한국 수출시장과 전세계 수입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토위니는 자동차를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무역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평균연령 30대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조직에서 팀 단위로
각자 맡은 분야를 책임지며 구성원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의 에너지와 열정뿐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성장성, 좋은
사람과 문화를 갖춘 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팀원을 기다립니다.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No.1 자동차 수출 플랫폼 포워딩 팀원 (RO-RO / CONTAINER / DOCUMENT)

채용형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포함)

담당업무

· 폐차 입고 차량 운반
· 폐차 입고 차량 사진 촬영
· 폐차 입출고 관리 (수리/정비 업무는 아닙니다)
· 학력/경력 무관
· 운전에 능숙하신 분,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신 분
· 사진 촬영을 잘 하시는 분
· 주변 정돈에 자신 있으신 분
·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
· (우대) 근무지(경기도 이천시) 근방 거주자
· (우대) 폐차장 관리 및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
· (우대) 2.5톤 렉카 운전이 가능하신 분

자격조건 및
우대사항

· 근무지 : ㈜오토위니 경매센터 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소재)
· 근무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계약 연봉 : 경력 사항에 따라 개인 별로 협의합니다.
· 비고 : 근무 시 유류비 또는 사택 제공 가능

근무지 및
급여조건

혜택 및 복지
성과 인센티브 지급

직무계발비 지원 (연 50만원)

종합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다양한 먹거리 제공

생일 축하 상품권 지급

• 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운영

• 명절 귀성여비, 여름휴가비 지급

• 듀얼모니터 등 쾌적한 업무환경 제공

• 경조사비 및 경조휴가

• 야근 시 저녁 식대 및 교통비 제공

• 사내도서관 운영

• 가족친화 복리후생(출산휴가, 육아휴직)

• 업무폰 / 통신비 지원 (영업조직)

• 직원 대상 이벤트 수시 진행

오토위니의 복지는 계속 발전 중! 더욱 다양한 복리후생과 혜택이 지원자 님을 기다립니다 :)

접수방법 및 채용방식
•
•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이메일 접수 (hr@autowini.com)
서류 검토 후 대상자에 한해 수시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포지션 관련 문의 : 02-576-5533
자세한 회사소개는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www.autowin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