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글 마케팅팀에서 콘텐츠 디자인/콘텐츠 마케팅 인턴을 모십니다. 
 
링글은 한국인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1:1 화상영어입니다. 링글의 마케팅 
팀은 링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링글 마케팅 팀의 특징은 '진정성'입니다. 거짓말이나 과대포장은 지양합니다. 수치를 위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께 전할 수 있는 진짜 가치를 고민하며, 그 가치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말과 글, 콘텐츠, 
광고를 만들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합니다.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마케팅을 경험해보고 싶으셨다면, 
같은 고민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멋진 사람들과 협업하실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링글 홈페이지 ▷  ringleplus.com 
링글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ringleedu 
링글 인턴 경험담 ▷ 

1. brunch.co.kr/@srk1630/196 
2. brunch.co.kr/@srk1630/201 
3. bit.ly/SJYinterview 

링글 고객 후기 ▷  bit.ly/SJRingleReview 
링글 이승훈 공동대표의 생각 ▷  brunch.co.kr/@seunghoon82#articles 
[지원 상세] 

● 오피스: 강남역 12번출구 5분 
● 근무 기간: 합격 시점부터 3개월 (연장 가능 / 협의 가능) 
● 지원 방법: 9월 6일 금요일 자정까지 자유 형식의 이력서 1부를  contact@ringleplus.com 으로 
보내주세요 (합격자 발생시 조기마감) 

● 채용 절차: 서류심사 → 실무진 1차 면접 & 과제 수행 (면접비 지급) → 2차 임원면접 → 합격 

 
[맡게 되실 업무] 
아이비리그 1:1 영어교육 링글을 '더 많은 분들'께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광고/콘텐츠를 만듭니다. 기획부터 
제작, SNS 채널 업로드, 고객 반응 수집~개선까지 콘텐츠 디자인과 마케팅 채널 운영을 end-to-end 로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 링글 광고와 콘텐츠(브랜딩)기획, 제작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채널 관리 및 업로드  

[이런 '특성'을 가진 분을 모십니다] 
링글은 스포츠팀 같은 소수정예 조직을 지향합니다. 각자의 강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강점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재미를 느끼는 분, 일을 통해 내 강점을 찾고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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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적으로 과업을 설정하고 책임감 있게 해내는 분 
● 빨리 학습하시는 분 (Fast Learner!) 

 
[이런 '기술'을 가진 분을 모십니다] 

● 유튜브, SNS 채널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신 분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디자인 툴 사용이 익숙하신 분  

 
[우대사항] 

● 스타트업에서 일해보신 분 
● 간단한 카피나 문구를 쓸 수 있는 분  
● 영어나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 
●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혜택 및 복지] 

● 회당 49,000원 링글 수업 무제한 무료 제공 
● 인턴도 PM을 맡는 수평적 조직문화 
● 사유 필요 없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 유연 근무제 (8~10시 출근, 5~7시 퇴근) 
● 강남역에서 5분 거리 
● 우유, 커피, 맥주 기본 제공 
● 야근시 저녁 식대 및 택시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