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IRE.D캠페인팀인턴채용

1. INSPIRE.D(인스파이어디) 소개
Creative for Impact.INSPIRE.D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브랜드를 돕고
만드는 Creative Marketing Firm입니다.
INSPIRE.D 소개서 :http://bit.ly/about_inspired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는 공공캠페인 ‘PLANT PLAY’,가로수의 소중함을 알
리기 위한아트브랜딩 캠페인 ‘sTREEt’,창의적인 전시물로 예술후원을 이끄는모금캠페인 ‘예술로
한걸음’,어린이의 시선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니세프WeAction’.우리는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
들기 위해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모두 한 팀이 되어 영역의경계 없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
습니다.
INSPIRE.D의창의성은2014 iF Award Gold Winner, 2013Red Dot Award Winner,2013
InternationalUNICEF Innovation InitiativeAward1st Prize등 다양한 수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
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무는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는 것이고
우리의 역량은 어려운 모험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은 Inspirer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 인턴십후기:http://bit.ly/1h7Vn25
- 웹사이트:http://inspired.crevisse.comhttp://crevisse.com
-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PL.INSPIRE.D

2. 캠페인팀 인턴 업무안내
2014년도 글로벌 기업, 소셜벤처, 서울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PLANT PLAY 캠페인
(https://plantplay.org/)을 발전시킨새로운 방식의‘크라우드펀딩 뮤직 페스티벌’을 함께 만들고 실
행합니다.
- 캠페인 아웃풋 기획 및 제작 (웹사이트, 배포용 키트, 포스터, 현장행사, 영상 등)
- 캠페인 광고 및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 캠페인 서포터즈 운영전략 수립 및 실행

3. 채용대상
-인턴 :2015년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근무가능한 대학교(원)생 또는 기졸업자 (근무시작 및 종료
일 협의 가능)

4. 필수조건
-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캠페인과 마케팅에 대한 관심
- 온라인/오프라인 컨텐츠 기획 역량

5. 우대사항
-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에 대한 관심 및 이해
- 서포터즈, 동아리, 학회 등 대외활동 참여 및 운영경험
- Website / SNS / Blog 운영경험
-영어 문서 이해 및 작성역량
- Social Impact를 추구하며리더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5년2월 9일(월) ~ 2월 21일(토), 서류통과 시 지원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 INSPIRE.D@crevisse.com이메일로 Resume & Essay 접수
- 이메일 제목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 (예. [신입]_홍길동_20140101)

7. 채용절차
- 서류전형 : Resume & Essay (접수 순서대로 검토)
- 1차 면접 :Guesstimation& Business Case (1:1면접, 50분)
- 2차 면접 : Fit Interview (1:1면접, 50분)
*1차 면접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

8. 지원서류
- Resume : 국문/영문 무관 (자유 양식, 졸업예정일 기재)
- Essay: 아래 2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작성 (자유 양식)
1)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향후 5년 동안의 Career Path는 무엇이며 INSPIRE.D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다른 지원자들보다 뛰어난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며 이를 입증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9. 근무조건
- 근무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페이토빌딩 12층(약도 : http://bit.ly/VeXG28 )
- 근무기간:2015년 3월 ~ 8월 (협의 후 조정가능)
- 급여수준:120만원/월

10.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자 : INSPIRE.D 김동민
- 연락처 : 02-569-2431 / INSPIRE.D@creviss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