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CREVISSE 경영전략팀 인턴십 공고
Crevisse is an impact investment & incubation group
크레비스는 새로운 사회 혁신 벤처에 투자 및 육성함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기업입니다.
크레비스는 뛰어난 인재들이 함께 모여 사회 혁신을 일으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고, 사랑을 주고
받으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012 Winter Impact Internship Program
크레비스에는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모인 사람들이,
기업을 통해 착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턴쉽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만들고 전략수립과 실행을 책임지고 경험하고 싶은 분, 벤처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nternship Highlight]
“크레비스는 당신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전공이나 학위를 보기보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재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1. Who we look for
–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분
– 다른 사람과 조직을 배려하는 팀워크를 갖고 있는 분
– 실제 기업에서 전략을 바탕으로 빠르게 실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싶은 분
– 획기적인 아이디어, 서비스 만드는 것, 벤처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What you can do
– 신규 서비스 기획 및 개발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직접 구체화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개발, 디자인, 기획,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멘토링 세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통합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bout Crevisse Impact]
1. Our Innovation
크레비스는 사회 혁신을 일으키는 4E sector, 교육(Education), 문화예술(Entertainment), 환경(Environment),
기부(Endowment)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디지털(Digital), 글로벌(Global),
Engagement(참여와 지지), Intangible(브랜드,특허,저작권) 의 방법을 통해 더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Our Adventures
크레비스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새로운 사업, 브랜드, 서비스 등을 발굴하여 만들어내는 과정을 함께 합니다.
다음은 현재 크레비스가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는 사업들 입니다.
1)TREEPLANET –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방법으로 나무를 심는 기업입니다. (http://treepla.net)
- 전 세계 30만 그루, 8개의 숲을 조성
- UNICEF, UNCCD, 월드비전, 산림청, LG, 한화, YG엔터테인먼트 등 기업,기관들과 스폰서 및 파트너 체결
- 2012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3rd (1st 컴투스, 2nd 국민은행)
- 2011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3rd Place (1st Stanford MBA, 2nd MIT MBA)
- 2011 Korea Mobile Award 모바일 광고대상 (2010년 대상 카카오톡)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공식 앱 선정
2)DONUS -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최고의 솔루션을 개발합니다.(http://donus.org)
- 8,000억 원 규모의 기부금 관리( 대한적십자사,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충남대학교
발전기금 등 )
3)Musical Mobydick - Musical Mobydick 은 국내 최초의 액터-뮤지션 창작뮤지컬 입니다. (뮤지컬모비딕 보러 가기:
http://www.musicalmobydick.com)
- 2012 Seoul Musical Festival, 2 Awarded (혁신상, 음악상)
- 2012 The Musical Awards, 7 Nominated and 1 Awarded (남우신인상)
- 2011 Korea Musical Award, 5 Nominated and 1 Awarded (무대미술상)
- 2010 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창작지원작)
4)Inspire.D –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디지털 크리에이티브를 수행합니다. (http://inspired.crevisse.com)
- KT, UNICEF, SAMSUNG, GS칼텍스, 외교통상부 등의 Global Marketing 진행

3. References
– 크레비스 웹사이트: http://www.crevisse.com/
–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자 후기: http://crevisse.com/careers/internship/Intern.crs

[How to Apply]
1. 채용 기간:
– 서류 접수 기간: 2012년 12월 6일~ 12월 16일 자정 전까지
– 서류 접수 방법: great.people@crevisse.com 으로 이메일 접수
– 1차 및 2차 면접 일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2.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Resume & Essay
– Resume : 이력서는 자유형식으로 국문/영문 무관하며 근무가능 기간 기재
– Essay : 아래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작성
1)자신의 구상하고 있는 향후 5년 동안의 Career Path는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이번 인턴쉽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2)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만들어 보고 싶은 서비스(혹은 제품)를 선정하고 그 특징과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
– 1차 면접 - Guesstimation & Business Case
– 2차 면접 - Fit Interview

[Working Conditions]
– 근무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크레비스 본사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5분 이내)
– 근무기간: 채용 후 3개월 이상(3개월 이후 평가를 통한 연장 가능)
– 급여수준: 월 110만원 (3개월 이후 평가를 통한 인상 가능)
– 대우사항: 야근 시 저녁식대/택시비 제공,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만족할만한 업무 환경 지원

[Point of Contact]
– 담당자 : 크레비스 임수열 팀장
– 연락처 : 02-569-2431 / great.people@crevisse.com
– 회사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5번지 페이토빌딩 1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