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MINI의 전국 딜러사 서비스 지점을 이끌어갈 Aftersales(A/S) 인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BMW Korea는 국내 7개 공식 딜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QMA(Quality Management 딜러 시스템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BMW/MINI를 찾는 고객을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을 통하여 채용의 폭을 넓히고, 직무능력과 역량에 초점을 둔 맞춤형 인재채용으로 실무를 통하여 열정과

관심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직무명 담당업무 딜러사

After-
Sales

• 테크니션(TE)

• 서비스어드바이저(SA)

• 보증어드바이저(WA)

• 부품어드바이저(PA)

• 도장전문테크니션(PT)

• 판금전문테크니션(BD)

• 서비스어시스턴트

(Sasst)

지점별

A/S 담당

• 바바리안

모터스

• 동성 모터스

• 도이치 모터스

• 한독 모터스

❖지원 및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아래)를 통해 온라인 지원서 작성

▪ 경력직의 경우, 아래 메일주소로 개인 이력서 제출

가능 *이력서 송부 : recruit_bmw@nemopartners.com)

▪ 제출기한 : 5월 14일 마감

*문의처 : 채용 담당자(H.P: 010-4229-7484 / 9:30~18:30)

BMW https://bmw.recruiter.co.kr

MINI https://mini.recruiter.co.kr

❖모집요강

❖지원가능 딜러사 및 지점

딜러사 지점 딜러사 지점

바바리안
일산,계양,시흥,구로,

송도 등
도이치

성수,송파,도곡,양재, 

수원 오토월드 등

동성
해운대,서면,창원, 

울산 등
한독

방배,용산,분당,수원, 

대구,광주 평동 등

❖공통 지원 요건

▪ 학력 무관 / 전공 무관

▪ 신입 / 경력

▪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관련 전공 필수

❖근무조건

▪ 고용형태: 딜러사별 상이함

▪ 급여: 딜러사별 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인센티브 및 포상,          

각종 경조사비 및 휴가/연차 등

❖모집인원 : 00명

❖모집단위 : 전국 딜러사 서비스센터

(지원 시, 희망 딜러사/지점 선택 가능)

❖딜러사별 자격요건

딜러사 나이 자격 요건

바바리안 40세 미만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 필수

도이치 나이 제한 없음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 필수

자동차 전공 선호

동성 나이 제한 없음

경력>전공>자격증 보유 순으로

선호

TE 신입 : 자격증 보유 필수

SA 지원 : 자격증 필수X

한독 나이 제한 없음 전공 및 자격증 보유 선호

Aftersales 대상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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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MINI의 전국 딜러사 서비스 지점을 이끌어갈 Sales 인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BMW Korea는 국내 7개 공식 딜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QMA(Quality Management 딜러 시스템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BMW/MINI를 찾는 고객을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을 통하여 채용의 폭을 넓히고, 직무능력과 역량에 초점을 둔 맞춤형 인재채용으로 실무를 통하여 열정과

관심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직무명 담당업무 딜러사

Sales

• 세일즈

컨설턴트(SC)

지점별 영업

및 고객응대

• 바바리안 모터스

• 동성 모터스

• 도이치 모터스

• 한독 모터스

• 프로덕트

지니어스(PG)

차량 설명 및

고객응대

❖지원 및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아래)를 통해 온라인 지원서 작성

▪ 경력직의 경우, 아래 메일주소로 개인 이력서 제출

가능 *이력서 송부 : recruit_bmw@nemopartners.com)

▪ 제출기한 : : 5월 14일 마감

*문의처 : 채용 담당자(H.P: 010-4229-7484 / 9:30~18:30)

BMW https://bmw.recruiter.co.kr

MINI https://mini.recruiter.co.kr

❖모집요강

❖지원가능 딜러사 및 지점

딜러사 지점 딜러사 지점

바바리안
고양,마포,영등포, 

부천,송도 등

한독

강북,방배,용산,분당, 

수원, 광주상무, 

서대구 등동성

해운대,중앙,명지, 

창원,울산,포항,진주

등

❖공통 지원 요건

▪ 학력 무관 / 전공 무관

▪ 신입 / 경력

▪ 운전면허 보유 필수

❖근무조건

▪ 고용형태: 딜러사별 상이함

▪ 급여: 딜러사별 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금, 인센티브 및 포상,          

각종 경조사비 및 휴가/연차 등

❖모집인원 : 00명

❖모집단위 : 전국 딜러사 서비스센터

(지원 시, 희망 딜러사/지점 선택 가능)

❖딜러사별 자격요건

Sales 대상 모집요강

딜러사 나이 자격 요건

바바리안 모집하지 않음

[BMW] 만 26세 이상

[MINI] 만 21세 이상

(*업계 경력 선호)

동성 만 26~30세 미만
30세 이상 가능

(*업계 경력 필수)

한독 나이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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