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스펙업애드 인턴 추천채용 제안서

핵심내용: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을 통한 스펙업애드의 인턴 추천채용 건
연락처: 스펙업애드 취업사업부 콘텐츠팀 부팀장 조은솔
(H.P 010-2666-9146 / E-mail: es.cho@specupad.com)
요청사항
8월부터 근무 가능한 온라인 컨텐츠 사업부 인턴의 추천채용
스펙업애드 소개
▸스펙업애드는 2011년 창업한 회사로 2011년 연매출 2억원에서 2015년 연
매출 80억원을 달성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성인교육 시장에 IT 기술을 도입하여 교육의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며, 취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의 링크드인을 꿈꾸고 있는
직원 평균 연령 24.7세의 젊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스펙업애드는 2014년 ‘잡플래닛 선정 일하고 싶은 50대 기업’에 링크되었
으며,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공정한 승진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젊고
수평적인 사내문화로 경영진과 직접 대면하며 일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신생 회사지만, 독서를 바탕으로 한 전사적인 스터디를 통해 사원
들의 역량 강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스펙업애드에서는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와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 콘
텐츠팀에서 근무할 인턴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인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통해 조직 내부의 다양한 직
무의 경험 기회를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직무역량의 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취업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서비스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
에서, 관련 산업 및 업계로의 직무경험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인턴 채용공고

스펙업애드 인턴 채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장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4번 출구 300m 이내)
2. 근무형태: 인턴(3개월 후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3. 근무기간: 8월 중 채용 후 3개월 이상(연장가능)
4. 근무시간: 주 5일(월~금) / 10:00~19:00
5. 급여조건: 회사 내규에 따름
6. 제출서류: 자사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7. 접수방법: 이메일 입사지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es.cho@specupad.com으로 전송)

<기본사항>
1. 기졸업자 혹은 휴학생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
(8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2. 성실하고 꼼꼼하며 OA 활용이 능통한 자
<업무내용 및 우대사항>
일반직무

업무내용

우대조건
Ÿ 문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의

온라인
콘텐츠팀

경험 보유자
Ÿ 취업관련 콘텐츠 제작/감수

Ÿ 국문학/철학/사학 전공자 우대
Ÿ 교내외 기자단 활동 경험자
Ÿ OA(엑셀, PPT 등) 사용능력 우수자

<인재상 및 복리후생>
인재상

복리후생
Ÿ 점심시간 1시간 30분
Ÿ 도서구입비, 업무 관련 교육비
지원 (무제한 교육용 ebook)

Ÿ 스스로 불타오르는 사람
Ÿ 배움에 열심인 사람
Ÿ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Ÿ 적당한 기준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Ÿ 경쟁을 즐길 수 있는 사람
Ÿ 최고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진 사람
Ÿ 끈기있게 맡은 바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

Ÿ HOT한 강남역! 주변에 연예인 같은
사람들 많아서 일이 잘됨
Ÿ 회사 직원들이 멋지고 예쁨
(제휴 피부과 이용권 제공)
Ÿ 출근길 러시아워는 남의 얘기!!
10시 출근
Ÿ 다양한 차와 원두커피 제공
Ÿ 야근 시 저녁 밥값 지원
Ÿ 제휴 스터디카페 및 모임공간 무료
이용
Ÿ 활발한 사내 MBA 및 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Ÿ 부모님 생신 화환

첨부파일 1) 스펙업애드 인턴 지원서

스펙업애드 인턴 지원서
이름

OOO

생년월일

OOOO년 O월 O일

연락처

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남 / 여

성별

지원구분
지원분야

E-Mail

AB0000@naver.com

블로그
페이스북

주소

학력사항
재학기간

학교명 및 전공

0000.00.00

OO대학교 OOO학과

0000.00.00

OO고등학교

학점

학기

3-2 학기 마침

활동사항 (대외활동 및 봉사활동 기재)
기간

활동 내용

활동구분

기관 및 장소

점수

기관

어학 (토익, 토스, 오픽 등 )
언어

시험

교육 연수 및 경력사항 (각종세미나 게재가능)
기간

과정명 (또는 담당업무)

기관

인턴 / 경력

수상내역 (공모전, 학교 대외내 대회)
기간

상세 내용

기관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 면허증

등급

발행처

병역
복무기간

군별/ 계급/ 병과

미필사유

컴퓨터 숙련도 (상, 중, 하로 답해주세요)
오피스 프로그램

숙련도

그래픽 관련

숙련도

기타

숙련도

1 - MS워드, 엑셀

4 - 포토샵

7 - 영상 제작

2- 파워포인트

5 - 일러스트레이터

8 - 사진촬영

3- 한컴오피스 한글

6 - 웹사이트 제작

9 - 컴퓨터 수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6년
성명 :

월

일
(인)

첨부파일 2) 스펙업애드 인턴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본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보시오. (200자 미만)

업무에서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200자 미만)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 또는 하기를 기대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세요. (200자 미만)

본인이 살면서 가장 몰입했던 경험을 있다면 적어보시오. (200자 미만)

스펙업애드에 지원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200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