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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z는 영업망을 확장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더
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Pilz 독일 영업부 책임자 Martin
Frey

오스트필데른, 21.04.2016 -

  

2016년 4월 1일자로 Martin Frey는 Pilz의 새로운 영업부 책임자가 되었

습니다. Frey는 Pilz 영업부 남서부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

발적으로 퇴직한 Stefan Olding의 후임입니다. Frey는 독일 Pilz의 영업

망을 확장하고 현장의 영업 직원들과 함께 고객과의 접촉을 강화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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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전공자인 Martin Frey(51세)는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만 25년

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Frey는 에너지 기술을 공부한 후 자동화

및 안전 기술의 개발, 응용 및 제품 관리 부문에서 포괄적인 경험을 쌓았

습니다. 2001년에 제품 관리자로 Pilz에 입사했고, 2005년에는 영업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1년에는 지역 관리자로서 남서부 지역 영업을 담

당했습니다.

역량이 고객을 만족시킨다

Frey가 역점을 두었던 부분 중 하나는 역량 있고 책임감이 높은 영업 팀과

함께 고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Pilz는 기술적 역량을 뛰어난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연결시킴으로써

완벽하고 안전한 자동화 공급업체로서의 앞선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고자 합니다."라고 Frey는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100개 가까운 이벤트가

열리며, 이중에는 박람회, 그리고 Pilz가 올해 영업 부문에서 개최하는

"Automation on Tour(여행에서 즐기는 자동화)" 로드쇼도 포함됩니다.

고객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2016년

Pilz의 영업 기반은 독일 전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영업 팀은 Martin

Frey의 관리 하에 6개 영업 구역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부 영

업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고객 서비스와 관리를 맡고 있으며, 주문 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직도 있습니다. 지역별 영업 팀에는 기술 시스템 판매 전문

가와 현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고객 지원 전

문가들이 보강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Pilz는 영업 직원 수를 늘리고 고

객 지원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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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www.pilz.com 에서 관련 텍스트와 사진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프

레스 센터에서 관련된 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 Web code를 검색

창에 입력해 주세요.: 8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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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보는 Pilz

Pilz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는 Pilz의 기업 및 인물 관련 정보를 제공

하며, 자동화 기술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pilzINT

https://twitter.com/Pilz_INT

https://www.youtube.com/user/PilzINT

https://plus.google.com/+Pilz_INT/posts

https://www.linkedin.com/company/pilz

https://blog.naver.com/pilzsafety

홍보 담당자 연락처

기업 홍보 / PR

+82 31 778 3300

info@pil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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