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a Trip
www.coreatrip.com

“여행산업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혁신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코리아트립은 성공적인 벤처 및 삼성, LG 등 다양한 출신의 창업팀이 런칭한
여행관련 소셜커머스 스타트업 입니다.
저희는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와 기술의 활용하여 고객이 여행관련상품을 더욱 쉽
고 재미있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코리아트립은 국내에 더욱 즐겁고 합리적인 여행문화를 소개하고 혁신적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자 2013년 9월부터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
스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 여행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
니다.
이 혁신과 도전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진취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코리아트립 창업팀 약력
CEO David Cho

CTO Lim C

•

Wantreez 전략&운영 이사

•

전 LG전자 MC연구소 주임연구원

•

전 Allways Venture Consultant

•

Georgia Tech 컴퓨터과학 석사

•

전 Round box Partners BA

•

고려대 컴퓨터학과

•

고려대 컴퓨터학과 학사/석사

이사 Paul Bae

이사 Shin K.E

•

동영인터내셔날

•

전 삼성전자 dmc 선임연구원

•

전 푸르덴셜 Korea 예산담당

•

고려대 컴퓨터학과

•

고려대학교 ROTC

•

고려대학교 수학과

<2013 코리아트립 인턴쉽 프로그램 소개>
1. 채용형태: 인턴쉽
2. 인턴쉽 프로그램 기간: 2013년 10월 5일~2014년 2월 28일
3. 모집인원: B2B 영업0명/ 마케팅 0명/ 디자인 0명
4. 채용대상: 졸업자, 졸업예정자, 휴학생 모두 지원 가능
5. 경력유무: 신입 (경력무관)
6. 지원가능부서
B2B 영업(B2B Sales)

커머스 에디터

-

클라이언트 기업 관리

-

커머스 판매 페이지 컨텐츠 기획

-

전반적인 영업에 대한 경험을 원하시는 분

-

여행에 관심이 많고 카피라이팅 능력이 뛰어나신 분

영업 지원(Sales Support)

디자인(Design)

-

파트너 브랜드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일정 조율

-

브랜드 아이디어 기획 및 소스 제작

-

브랜드 파트너쉽 플래닝

-

광고, 이벤트 및 메일링 컨텐츠 제작

-

파트너쉽 계약서 검토

-

포토샵 등 기본적인 디자인툴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

-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꼼꼼한 분

* 포트폴리오 첨부 필수

전략 및 운영(Strategy&Operation)

마케팅(Marketing)

-

회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실행

-

모바일 커머스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

엑셀 및 파워포인트를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분

-

모바일 커머스, 특히 안드로이드에 익숙하고 온라인 마케팅에 관

-

전략 및 재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심이 많으신 분

7. 채용진행방법
1차 서류 접수 기간: 2013년 9월 26일~10월 4일
1차 서류 전형 합격 발표: 서류 접수 기간 동안 상시 개별 통보
2차 인터뷰: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인터뷰 일정 개별 통보
합격 결과 발표: 2차 인터뷰 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해 개별 통보
8.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9. 접수방법
제출 서류를 jobs@coreatrip.com 으로 보내주세요.
서류 합격 통보를 위해서 연락처를 필히 기입해주세요.
10. 업무 내용 및 환경
근무시간: 9:30~18:30/주 5 일 근무
근무장소: 서울시 강남구 뱅뱅사거리 인근
급여: 개별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