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탈에어코리아 정규직 채용 ◪
에어리퀴드(Air Liquide)는 유럽 1위, 세계 3위의 홈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로서 세계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120백만명 이상의 재택 환자분들께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탈에어코리아는 에어리퀴드의 홈헬스케어 한국법인으로 국내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지난
20여년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홈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여
재택 환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내 홈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담당업무 및 지원 자격
모집부문

근무처

담당업무

지원자격

인
원

√ 수면양압기 건강 보험 병/의원 협업
고객 관리팀
- Medical
Equipment
Technician
(CPAP
Consultant)
(신입/경력)

지원/관리

√ 전문대졸이상
√ 고객 중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건강보험) 수면 양압기 사용 고객 관리
서울
스킬 보유, 팀웍 중시, 협상 스킬 보유
본사 - 수면양압기 사용 임대 계약/서류 작성
√ 필수사항 : 운전면허증 , 운전경력
(서울, - 수면양압기 설치/회수/사용법/관리 방법
1년 이상
경기))
√ 우대사항
교육
- 의공학과 관련 전공, 임상병리 관련
- 수면양압기 사용 기록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전공

0
명

순응 관리 및 사용 향상 방안 적용
√ 디지털화 및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통한
로컬 프로세스 정립
DRI(Digital
Requirement
&
Intelligence)
Specialist

서울
본사
(서울
송파)

√ 디지털화 및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한

√ 컴퓨터 관련 전공자

APAC 및 글로벌 프로젝트 론칭 및 관리

√ 1년 이상 경력 (컨설팅 및 개발

√ 디지털화 및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한

프로젝트 경험자 선호)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Problem solving

√ 우대사항 : 영어 중급이상,

담당

ERP(오라클 등) 사용 경력자 우대

√ 어플리케이션 기능 최적화 및 안정화에
기여

● 제출서류
ㆍ 자유 양식 또는 사람인 채용 사이트의 국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0
명

●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 : 2021년 03월 26일(금)
ㆍ접수방법 : 1) 번 또는 2)번으로 사람인 채용 사이트에 접속
1) 사람인 채용 웹사이트

2) 사람인 채용 QR 코드

http://asq.kr/EHpjwY4DCqRficj

● 기타사항
ㆍ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ㆍ국가보훈 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우대함.
ㆍ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사항
ㆍ전 화 : 02-3019-2680 (채용 담당자)
ㆍ이메일 : resume.vak@airliquid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