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 PLANETIntroduction]
(1) Mission
트리플래닛은 세상 모듞 사람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맊드는 사회혁싞기업으로 지금까지 젂
세계 10개국, 73개 숲에 50맊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핛 수 있는 창의적읶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젂 세계 곳곳
에 숲을 맊들어 홖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사업과 게임 콘텐츠 사업, 공정농
업 등의 사업을 젂개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최근 급격하게 해외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스타와 팬들이 함께 숲을 맊드는
‘스타숲’,추모를 위핚 ‘오드리 헵번-세월호 기억의 숲’등 다양핚 사람들과 함께 친홖경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문화를 맊들어 나갑니다.
트리플래닛과 함께 세상의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고 싶은 젊고 창의적읶 읶재들의 도젂을 홖영합
니다.
-Website: http://treepla.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treeplanet
-회사소개서(핚국어 버젂):http://treepla.net/introduction/TP_Introduction_201501.pdf
-회사소개서(중국어 버젂): http://treepla.net/introduction/TP_Introduction_150422_Chinese.pdf
(2) 주요 연혁
-

2014 정부포상 대핚민국 사랑받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2014 세계 3대 디자읶상 IF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읶 부문 최고상
2013 핚국 PR 대상 ‘태양의 숲 캠페읶’ 대상

-

2013 세계 3대 디자읶상레드닷 디자읶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읶 부문 본상

-

2013 핚국콘텐츠짂흥원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3 B-corporation 읶증 (북미 사회혁싞기업 읶증)

-

2012 UN사막화방지협약 공식앱 선정 및 옵저버 권핚 획득(젂세계 6개 기업 보유)

-

2012 대핚민국 읶터넷대상 3rd (1 컴투스, 2

st

nd

국민은행), 방송통싞위원장상

st

-

2011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3rd Place (1 Stanford MBA, 2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공식 앱 선정

-

2010 법읶 설립

nd

MIT MBA)

(3) 파트너십
-

글로벌 기업: Google, 핚화,Toyota, 네이버, YG entertainment 등

-

글로벌 NGO: UNCCD, 월드비젂,ACEF(중국 베이징), FUF(미국 샌프띾시스코)등

-

정부: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서울시설공단, 포항시등

(4) 기업 문화
가로수길 맛집을 탐방하는 맛집데이,연말에는 이웃을 돕는 봉사홗동, 핛로윈 파티, 싞년회 등 사내 문
화 행사및 내부 공익 캠페읶을 통해 기업문화를 선도해 나갑니다.

[Responsibilities]
트리플래닛의 혁싞적읶 비즈니스 모델이 북미,대맊,중국 등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젂 세계로 사업을
확장합니다.트리플래닛의 읶턴십에서는 글로벌 기업, 정부기관, NGO 등의 기관 파트너와 기획자, 개발
자, 디자이너 등 다양핚 붂야의 젂문가들과 함께 아이디어의 도출에서 사업 실행, 글로벌 사업 확장 과
정에 직접참여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조직 문화 속에서 창의적읶 생각을 실제로 구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트리플래닛
의 젊고 창의적읶 프로페셔널들과 함께 도젂해보시기 바랍니다.
(1) Job Description
-

해외 시장 리서치 및 중국 시장 마케팅 업무

-

스타숲 사업 운영 및 수행
글로벌 기업, 정부 기관, NGO 파트너 발굴 및 커뮤니케이션

-

국내외 실제 숲 조성, 숲 조성 행사 기획 및 실행 (핚국, 중국, 읶도, 아프리카 등)

(2) Qualifications
-

대학(원)생 및 기졸업자 0명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 우대)
3~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핚 사람

-

Social Impact를 추구하며 Leader 역핛을 수행핚 경험이 있는 사람

-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맋거나 향후에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우수자 우대

-

중화권 국적자 우대

[Requirement]
(1) 채용 절차
-

서류젂형: Resume & Essay

-

1차 면접: Guesstimation & Business Case
2차 면접: Fit Interview

* 합격자에 핚해 개별 연락 드립니다.

(2) 서류 지원
2015년5월10읷(읷)까지 job@treepla.net 으로 Resume & Essay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sume: 국문/영문 무관하며 근무가능 기갂 기재, 해외 체류 경험 기재,
외국어 능력 점수 기재 (자유양식)

-

Essay: 아래 2가지 문항에 대핚 답변을 모두 작성 (자유 양식, 1페이지 이내)

1) 자싞이 맊약 창업핚다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2) 자싞이 계획 중읶 향후 5년 동안의 짂로에 우리와 함께핛 경험이 창출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Compensation]
- 근무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34 (논현동 5번지) 페이토빌딩 12층
(지하철 3호선 싞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붂 이내, 약도: http://bit.ly/VeXG28 )
중국 출장 근무 가능
- 근무기갂: 채용 후부터 최소 3~6개월 이상 (근무 시작읷: 5월 중 협의)
- 급여수준: 월 110맊원 (근무 성과에 따라 조정)
→ 채용 공고: http://www.crevisse.com/job-openings/detail?id=18

[中国]
[社会型企业Tree Planet 招一起共事的实习生啦！
（优先考虑中国小伙伴们， 特别是中英文都很棒的。请多多参与哦！）

Tree Planet 以众筹和游戏的方式，集众人之力，以娱乐性形态为改善地球环境不断的努力和发展 。
目前为止，Tree Planet在全球10个国家，种下了 73片树林（超过50万颗树）。详细请见：公司介绍：
http://treepla.net/introduction/TP_Introduction_150422_Chinese.pdf

关于职责
作为Tree Plant 的实习人员，你将直接参与和跨国企业，政府机关，NGO的沟通, 同时你会和PM，程
序员， 设计师一起将美好的想法变成现实。Tree Plant希望可以有幸找到和我们一起把Tree Plant拓
展到全球的朋友。

（1） 职位描述
－

海外市场调研及中国市场营销

－

运营 “明星树林” 并执行 （请参考公司介绍链接）

－

跨国企业，政府机关，NGO等合作伙伴的挖掘及交流

－

国内外植树活动的企划及执行 （韩国，中国，印度，非洲等）

（2） 申请资格
－ 本科（大学院） 毕业生或应届毕业生
－

至少工作 3～6个月以上 （非诚勿扰）

－

希望对社会有积极影响；有领导者的经历

－

计划创业，或对创业有关心的同学

－ 掌握多门语言 （中，英 and etc.)
－ 中国国籍者优先考虑

要求

（1） 招聘程序
－

书面资料审核：Resume & Essay

－

第一次面试： Guesstimation & Business Case

－

第二次面试： Fit Interview

* 合格者进行个别通知

（2） 资料申请
2015年5月10日之前，请将Resume &
－ Resume:

Essay 发送至 job@treepla.net 。

自由形式，韩/英文都行；请明示可以工作期间段（3～6个月以上，海外经历以及外语能

力（分数）。
－ Essay : 请就以下两个主题进行回答（两个全选， 自由形式， A4 一张）
1）如果创业，会选择哪个行业？
2）构想一下我们共事5年内可以一起创造的价值是什么？

关于待遇

－ 工作地点: 首尔市江南区，地下铁3号线，新沙站 1号出口，步行5分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34 (논현동 5번지) 페이토빌딩 12층,

地图http://bit.ly/VeXG28

＊期间可以去中国出差同学（工作）
－ 工作时期： 自入职后至少 3～6 个月以上 （正式工作日期：5中旬左右）
－ 待遇： 110万韩元／月（根据工作能力和情况可进行变动）
＊ 招聘公告：http://www.crevisse.com/job-openings/detail?id=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