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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개요

 직무교육 훈련기관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직무분야별 교육과 현장·실무 중심 인턴십 과정을 접목하여 

       청년구직자의 일 경험 및 직업경력개발 지원

     모집규모 : 350명(취약계층 배려, 모집인원의 10% 선발) 

                     ※ 취약계층 범위 및 증빙 : 모집공고문 참조.

     참여대상 : 만 18세이상 ~ 34세 이하의 서울거주 청년 구직자

     지원내용 : 직무훈련(3개월, 무료) + 인턴십 제공(3개월, 임금지원)

     인턴임금 : 주 40시간 근무, 1일 86,160원(서울형생활임금, 3개월)

                      ※ (평균)세전 보수월액 2,360,780원, (평균)실수령액 2,143,050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임금 등 계산 기준 준용(인턴십 기간 중 지원)

     소요예산 : 4,000백만원

 주요일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가자 모집 : `22.4.25(월)~5.16.(월)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 참조)  

     청년인턴 직무캠프 직무교육 : `22.6월~8월 예정(직무유형별로 추후안내)

     청년인턴 직무캠프 인턴십 : `22.9월~11월 예정(참여기업별로 추후안내)

직무분야 직무교육 훈련기관

(A)경영(기획, 인사, 총무 등) (사)한국능률협회

(B)홍보, 광고, 디자인 (주)아르케

(C)마케팅, 영업 데이원컴퍼니(주)

(D)(글로벌)경영일반
㈜멀티캠퍼스

(E)(글로벌)마케팅



4 「 ’22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 참여기업 소개자료

청년인턴 직무교육과정 (5월~8월)

직무
유형

직무분야 직무교육 교육과정

A

경영일반

(기획, 인사, 총무, 

재무, 노무, 관리)    

  공통역량: 조직활성화, 커뮤니케이션, 창의성/문제해결, 고객지향   

   CS, 업무공통(문서작성스킬, 보고스킬 등)

  직무역량: 전략/기획, 인사/교육, 재무/회계, 경영 시뮬레이션 등

  리더십역량: 테마별 계층별 리더십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

  경영 의사결정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관련
업무

사업 기획, 서비스 기획, 경영 기획, 브랜드 전략, 총무, 
재무, 인사, 채용, 교육, 고객상담, 법무

B 홍보, 광고,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기획 역량 개발 및 폰트, 

   레이아웃,  그래픽 요소, 색상 등 디자인 구현 능력

     ※ 기획마인드 + 디자인 인사이트 + 디지털 미디어 컴퓨팅 사고

  실무중심 프로젝트형 과제수행 중심으로 교육내용 구성

  플랫폼, 디바이스에 맞는 구조 설계

  디지털 기반 비주얼디자인은 화면설계 및 경험디자인으로 

   교육 구성

  비주얼커뮤니케이션에서 요구하는 기획 및 디자인 역량

  홍보·광고·디자인 각 분야에 국한된 기술 역량을 넘어 융합형 

   사고 역량 강화

관련
업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 미디어운영, 크리에이티브, 
광고제작, 디지털 광고, 광고영업, 웹디자인, 광고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UX/UI 디자인, UX/UI 분석, BI/CI 디자인, 
게임디자인, 게임아트

C 마케팅, 영업

  디지털마케팅, 그로스마케팅, 퍼포먼스마케팅 등 마케팅 분야 

   전반에 대한 융복합형 실무교육 제공

  ※ 온라인마케터, 디지털마케터, 콘텐츠마케터, SNS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그로스 마케터 등 마케터의 다양한 직무를 실무·실습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기획 운영 실습 멘토링이 용이하도록 

   구성

  매체별 소비자 데이터 분석툴을 활용, 실습 중심의 교육 진행

  데이터 분석 기반의 홍보, 광고, 디자인 실무강의 및 멘토링 진행

관련
업무

 마케팅 일반, 온·오프라인마케팅, 디지털마케팅, 데이터
분석, 시장조사, 소셜마케팅, 영업관리, 고객사 관리, 중개
영업, 퍼포먼스 마케팅, B2B/B2C마케팅.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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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형

직무분야 직무교육 교육과정

D
(글로벌)

경영일반

  공통역량: 글로벌(외국계) 기업에서의 조직활성화, 커뮤니케이션, 

   창의성 /문제 해결, 고객 지향 CS, 업무공통 (문서 작성 스킬, 보고 

   스킬 등)

  직무역량: 전략/기획, 인사/교육, 재무/회계, 경영 시뮬레이션 등

  글로벌역량: 비즈니스 마인드, 영어 회화, 비즈니스 영어

  리더십역량: 테마별 계층별 리더십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

  경영 의사결정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관련
업무

사업 기획, 서비스 기획, 경영 기획, 브랜드 전략, 총무, 
재무, 인사, 채용, 교육, 고객 상담, 법무 + 영어회화, 
비즈니스 영어

E
(글로벌)

마케팅, 영업

  글로벌역량: 비즈니스 마인드, 영어 회화, 비즈니스 영어

  글로벌 고객사 및 수요층 대상 마케팅 일반, 디지털마케팅, 

   그로스마케팅, 퍼포먼스마케팅 등 마케팅 분야 전반에 대한 

   융복합형 실무교육 제공

  ※ 온라인마케터, 디지털마케터, 콘텐츠마케터, SNS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그로스 마케터 등 마케터의 다양한 직무를 실무·실습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기획 운영 실습 멘토링이 용이하도록 

   구성

  매체별 소비자 데이터 분석툴을 활용, 실습 중심의 교육 진행

  데이터 분석 기반의 홍보, 광고, 디자인 실무강의 및 멘토링 진행

관련
업무

마케팅 일반, 온·오프라인마케팅, 디지털마케팅, 데이터
분석, 시장조사, 소셜마케팅, 영업관리, 고객사 관리, 중개 
영업, 퍼포먼스 마케팅, B2B / B2C 마케팅, 리서치 
+ 영어회화, 비즈니스 영어



6 「 ’22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 참여기업 소개자료

직무분야별 참여기업 현황

직무
유형

직무분야 직무교육 교육과정

A

경영일반

(기획, 인사, 총무, 

재무, 노무, 관리 등)   

주식회사 구하다(1명), ㈜다트미디어(1명), ㈜더에스엠씨그룹(4명), 

주식회사 디케이브라더스(2명), ㈜딜리버리랩(2명), 라이프시맨틱스(3명), 

주식회사 룰루랩(2명), 메가존클라우드(주)(3명), 벌리츠코리아(1명), 

㈜비주얼(3명), 주식회사 스쿨버스(3명), 아도바주식회사(1명), 

주식회사 엘핀(1명), 주식회사 여심서울(2명), ㈜오픈놀(4명), 

주식회사 와이즐리컴퍼니(2명), 주식회사 왓섭(1명), ㈜위시켓(3명),

㈜이너스커뮤니티(1명), 주식회사이십일세기소프트(1명), 작당모의(1명), 

주식회사 지앤지커머스(2명), 차봇모빌리티(1명), ㈜케이지에듀원(1명), 

코코넛사일로(주)(2명), ㈜텐핑(3명), 주식회사 튜닙(2명), 

㈜파워풀엑스(2명), ㈜하이랜드푸드(3명) 

총 58명

B 홍보, 광고, 디자인

주식회사 게이즈(2명), 주식회사 기원테크(1명), 주식회사 디케이브라더스(2명), 

주식회사 모비데이즈(7명), 주식회사 상상우리(4명), 주식회사 스쿨버스(3명), 

주식회사 스타스테크(1명), 주식회사 엘핀(1명), 주식회사 와이즐리컴퍼니(1명), 

주식회사 왓섭(1명), 주식회사 이십일세기소프트(1명), 주식회사 지앤지커머스(5명), 

주식회사 튜닙(4명), (주)더에스엠씨그룹(13명), 주)딜리버리랩(2명), 

라이프시맨틱스(1명), ㈜라파스(1명), 주식회사 룰루랩(3명), (주)리노커뮤니케이션즈(2명), 

(주)마더브레인(7명), 메가존클라우드(주)(1명), (주)바이너리큐브(3명), (주)비주얼(3명), 

빅웨이브로보틱스㈜(1명), (주)스트라티오코리아(2명), 아도바 주식회사(3명), 

㈜엠비씨아트(4명), ㈜엠피인터랙티브(5명), ㈜오픈놀(3명), 

(주)이너스커뮤니티(3명), 작당모의(1명), 젠틀에너지㈜(2명), 

차봇모빌리티(3명), (주)케이지에듀원(1명), 코코넛사일로㈜(5명), 

(주)크리에이티브이(2명), 탱커(2명), 주)파워풀엑스(5명), 

패숀팩토리주식회사(2명), (주)필라멘트리(2명), ㈜하이랜드푸드(2명), 

한국암웨이㈜(2명), 한국얀센(1명) 

총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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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형

직무분야 직무교육 교육과정

C 마케팅, 영업

주식회사 게이즈(4명), 주식회사 구하다(4명), 그레이드헬스체인(2명), 

주식회사 그로잉맘(2명), 주식회사 기원테크(1명), 주)다트미디어(5명), 

대원씨티에스(4명), (주)더에스엠씨그룹(7명), 주)딜리버리랩(4명), 

라이프시맨틱스(1명), ㈜라파스(3명), (주)리노커뮤니케이션즈(2명), 

메가존클라우드(주)(3명), 주식회사 모비데이즈(7명), (주)비주얼(4명), 

주식회사 상상우리(2명), 주식회사 스쿨버스(3명), 아도바 주식회사(3명), 

아이알링크㈜(1명), 언더독스 주식회사 (5명), 주식회사 엘핀(1명), 

㈜엠비씨아트(3명), 엠포플러스㈜(4명), 주식회사 여심서울(1명), 

㈜오픈놀(3명), 주식회사 와이즐리컴퍼니(1명), 주식회사 왓섭(2명), 

(주)위시켓(6명), (주)이너스커뮤니티(1명), 주식회사 이십일세기소프트(3명), 

작당모의(2명), (주)제이코스(1명), 주식회사 지앤지커머스(3명), 

차봇모빌리티(3명), 탱커(3명), (주)텐핑(4명), 주식회사 튜닙(4명), 

주)파워풀엑스(4명), 패숀팩토리주식회사(1명), 주식회사 포시에스(3명), 

(주)필라멘트리(1명), ㈜하이랜드푸드(4명) 

총 125명

D
(글로벌)

경영일반

AIA생명보험(3명), 로버트월터스코리아(1명), 벌리츠코리아(1명), 

비자인터내셔날아시아퍼시픽코리아 주식회사(1명), (주)비즈니스캔버스(2명), 

빅웨이브로보틱스㈜(1명), 스튜디오씨드코리아(2명), 코코넛사일로㈜(1명), 

쿠팡 주식회사(12명), 퀄컴 코리아(5명), 퍼솔켈리코리아 유한회사(1명), 

㈜하이랜드푸드(2명), 한국3M(1명), 한국암웨이㈜(1명), 한국얀센(1명) 

총 35명

E
(글로벌)

마케팅, 영업

AIA생명보험(2명), 주식회사 기원테크(1명), (주)나인코퍼레이션(1명), 

㈜레드테이블(7명), 주식회사 룰루랩(3명), 벌리츠코리아(2명), 

비자인터내셔날아시아퍼시픽코리아 주식회사(1명), (주)비즈니스캔버스(1명), 

주식회사 스타스테크(3명), 아도바 주식회사(2명), 주식회사 여심서울(1명), 

작당모의(1명), ㈜커민스코리아(2명), 코코넛사일로㈜(2명), 

쿠팡 주식회사(30명), 퀄컴 코리아(4명), 패숀팩토리주식회사(1명), 

퍼솔켈리코리아 유한회사(1명), ㈜하이랜드푸드(2명), 한국3M(9명), 

한국암웨이㈜(2명), 한국얀센(2명) 

총 80명

※ 청년인턴(350명)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별 인턴수요는 69개 기업 418명임. 각 직무분야별로 

선발된 청년인턴은 각 직무분야별 참여기업에 지원가능. 단, 기업별 인턴 수요는 향후 기업사정에 

따라 인턴 수요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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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직무군별 인턴신청 현황

  A. 경영일반, 기획, 인사, 총무 29개사 58명

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1 주식회사 구하다 소프트웨어 개발및 공급 인사,회계 1

58명

2 ㈜다트미디어
광고기획, 제작 및 

대행업 광고조사 
인사,교육,노사관리 1

3 ㈜더에스엠씨그룹 광고콘텐츠, 디지털/멀티미디어
데이터분석,

SNS연구
4

4 주식회사 디케이브라더스 화장품 경영지원,인사,노무 2

5 ㈜딜리버리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
경영기획 2

6 라이프시맨틱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획,인사,재무회계 3

7 주식회사 룰루랩 응용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총무,재무 2

8 메가존클라우드(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기획,인사,관리,재무 3

9 벌리츠코리아 평생교육시설운영 총무,관리 1

10 ㈜비주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영(일반) 3

11 주식회사 스쿨버스
SW개발공급, 

어린이통학차량관리서비스

스쿨버스 

모빌리티 사업
3

12 아도바주식회사 정보통신업 인사 회계 총무 1

13 주식회사 엘핀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서비스 서비스 운영,기획 1

14 주식회사 여심서울 전자상거래/수출
사업기획 및 

진행보조
2

15 ㈜오픈놀 소프트웨어자문 총무지원 및 보조 4

16 주식회사 와이즐리컴퍼니 제조업 도소매업 프로덕트 매니저 2

17 주식회사 왓섭 핀테크
사업기획 및 

영업관리
1

18 ㈜위시켓 온라인을통한전문직무제공업 고객상담,CS 3

19 ㈜이너스커뮤니티
온,오프라인 광고기획 및 

컨텐츠 제작
경영기획 전반 1

20 주식회사이십일세기소프트 소프트웨어 공급업 경리 일반 사무 1

21 작당모의 정보서비스업 컨텐츠,데이터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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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홍보, 광고, 디자인 43개사 120명

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22 ㈜지앤지커머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인사,재무 2

58명

23 차봇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 타당성 분석 1

24 ㈜케이지에듀원 교육서비스업 재무 1

25 　코코넛사일로(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사,시획 2

26 ㈜텐핑 서비스,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경영기획,인사,총무 3

27 주식회사 튜닙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획,인사,노무,총무 2

28 ㈜파워풀엑스 화장품 도소매 전자상거래 총무,사무행정,재무 2

29 ㈜하이랜드푸드 수입 무역 및 도소매업 인사업무보조 3

직무군  계(A) 58

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1 코코넛사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홍보, 미디어 운영 5

120명

2 ㈜오픈놀 소프트웨어 자문
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3

3 주식회사 기원테크 소프트웨어 제조 홍보, 광고, 디자인 1

4 ㈜엠비씨아트 무대장치/ 디자인 고객관리, 마케팅 4

5 라이프시맨틱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언론 및 유관기관 

동향 조사 
1

6 (주)바이너리큐브 광고대행 및 제작 디지털 광고기획 3

7 ㈜라파스 제조업 고객관리, 마케팅 1

8 주식회사 상상우리 경영컨설팅 교육서비스
홍보 및 디자인, 

디지털마케팅
4

9 주식회사 스타스테크 제조업
브랜드 그래픽 

디자인, 마케팅 
1

10 아도바 주식회사 정보통신업 홍보광고, 디자인 3

11 주식회사 스쿨버스 SW개발공급
UI/UX, 광고기획, 

디자인
3

12 한국얀센 의약품 도소매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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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13 (주)마더브레인 광고대행, 광고물제작
디지털 광고기획 및 

제작, 광고디자인
7

120명

14 (주)비주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홍보,디자인 3

15 (주)필라멘트리 광고홍보, 마케팅
광고홍보 콘텐츠 

디자인, 영상제작
2

16 (주)크리에이티브이 영상 콘텐츠 제작
콘텐츠 구성 및 기획, 

홍보, 미디어 운영
2

17 주식회사 와이즐리컴퍼니 제조, 도소매업 BX디자인 1

18 ㈜하이랜드푸드 도소매업
사내홍보 및 대외

홍보 지원
2

19 (주)케이지에듀원 교육서비스업
콘텐츠 기획 및 

광고운영
1

20 주식회사 게이즈 제조, 도소매업 홍보, 디자인 2

21 주식회사 디케이브라더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UI/UX 디자인, 

홍보 이미지 제작 
2

22 주식회사 룰루랩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 미디어운영, 

UX/UI디자인

3

23 빅웨이브로보틱스㈜ 정보통신업 UI/UX 디자인 1

24 (주)스트라티오코리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 

미디어 운영, 홍보
2

25 주식회사 이십일세기소프트 소프트웨어 공급업 디자인 1

26 탱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홍보기획, 홍보물 

디자인
2

27 주)딜리버리랩 정보통신업 브랜드 디자인 2

28  (주)리노커뮤니케이션즈
소프트웨어개발, 웹에이전시, 

온/오프라인 마케팅　

UI/UX 디자인, 

광고영업
2

29 주)파워풀엑스 도소매업, 제조업

광고홍보 및 매체

관리, 패키지, 인쇄, 

웹 디자인

5

30 (주)이너스커뮤니티 종합광고대행
IMC 광고전략 

수립 및 성과분석
3

31 ㈜엠피인터랙티브 온라인 광고대행
온라인 광고영업 및 

광고 콘텐츠 관리 
5

32 주식회사 왓섭 정보통신업
UI/UX 디자인 및 

UI/UX 검증을 위한 QA
1

33 메가존클라우드(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홍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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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1 아이알링크㈜ 제조업 통신업 기술영업지원 1

125명

2 ㈜오픈놀 소프트웨어개발자문 소프트웨어개발자문 3

3 주식회사 기원테크 소프트웨어 제조
고객관리 영업관리

해외영업 마케팅
1

4 엠포플러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납품 고객관리 마케팅 4

5 주식회사 여심서울 전자상거래/수출
글로벌) 마케팅 진

행업무 보조,
1

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34 차봇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프로덕트 

콘텐츠 기획 및 작성
3

120명

35 패숀팩토리주식회사 제조, 도매
시각 디자인, 

패션 디자인
2

36 (주)더에스엠씨그룹 광고대행업
SNS콘텐츠 제작, 

UI/UX 디자인
13

37 작당모의 정보서비스업

잼페이스 서비스 

운영, 공식 SNS 

콘텐츠 디자인 등

1

38 젠틀에너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웹 솔루션, 

UI/UX 디자인
2

39 주식회사 튜닙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광고 및 홍보 전략, 

미디어 운영, 

UI/UX 디자인

4

40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광고대행업

빅미디어 파트너쉽, 

기획(광고전략), 

리서치

7

41 주식회사 엘핀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서비스 마케팅 디자이너 1

42 ㈜지앤지커머스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전자상

거래업

광고홍보, 미디어 

운명 , UI/UX 디자인
5

43 한국암웨이㈜ 제조 및 도소매업

UX/UI 디자인, 

SNS컨텐츠 제작, 

홍보

2

직무군  계(B) 120

  C. 마케팅, 영업 43개사 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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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6 ㈜엠비씨아트 무대장치, 디자인 홍보,광고, 디자인 3

125명

7 라이프시맨틱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협업사 영업관리 1

8 ㈜라파스 제조업 고객관리 마케팅 3

9 주식회사 상상우리 경영컨설팅 교육서비스 광고영업 2

10 아도바 주식회사 정보통신업 마케팅 영업 3

11 주식회사 스쿨버스 SW개발공급
소셜마케팅,아웃

바운드 영업
3

12 주식회사 구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마케팅 영업관리 4

13 (주)비주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마케팅 4

14 (주)필라멘트리 광고, 홍보, 마케팅, 영상 제작 디지털 마케팅 1

15 ㈜제이코스 도소매/ 전자상거래 마케팅 영업 1

16 언더독스 주식회사 스마트러닝 마케팅 영업 5

17 주식회사 와이즐리컴퍼니 제조업/도소매업 그로스 마케팅 1

18 대원씨티에스 도소매, 유통업 마케팅 영업 4

19 주식회사 포시에스 SW개발 및 공급업

마케팅 영업 직무

(고객지원/

영업기획 업무)

3

20 주)다트미디어
광고기획, 

제작 및 대행업 광고조사
디지털마케팅 5

21 ㈜하이랜드푸드 도소매업 도·소매 영업 보조 4

22 주식회사 게이즈 제조, 도소매 마케팅 영업 4

23 주식회사 이십일세기소프트 소프트웨어 공급업 영업, 영업지원 3

24 주식회사 그로잉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제휴마케팅 담당 2

25 탱커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마케팅 기획, 제작, 

집행, 결과분석
3

26 주)딜리버리랩 정보통신업
콘텐츠 마케터, 

영업매니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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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27  (주)리노커뮤니케이션즈
소프트웨어개발, 웹에이전시, 

온/오프라인마케팅

디지털마케팅, 

퍼포먼스마케팅
2

125명

28 주)파워풀엑스 도소매업, 제조업

오프라인 영업, 

이커머스 MD/

AMD, 디지털 

마케팅

4

29 (주)이너스커뮤니티 IMC마케팅 , 종합광고대행
디지털광고 매체 

기획 및 운영 외
1

30 (주)위시켓 서비스업 영업 및 영업관리 6

31 그레이드헬스체인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통계모델링 및 

통계분석 등 데이터 

전문인력 요청

2

32 주식회사 왓섭 정보통신업

마케팅 매체 관리 

및 운영

디지털 마케팅 집행

2

33 메가존클라우드(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온,오프라인 마케팅 3

34 차봇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플래닝 및 매체 집행, 

앱 서비스 컨셉 및 

기획안 도출

3

35 패숀팩토리주식회사 제조, 도매

신규 바이어 발굴/

거래처 관리/상품 

게재 및 관리

1

36 (주)더에스엠씨그룹 광고대행업 광고주 커뮤니케이션 7

37 작당모의 정보서비스업 디지털 마케팅 2

38 (주)텐핑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마케팅 관련 업무 2

39 2

39 주식회사 튜닙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마케팅 관련 업무 2

41 2

40 주식회사 모비데이즈 광고대행
퍼포먼스마케터, 

세일즈 
7

41 주식회사 엘핀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서비스 기술/솔루션 영업 1

42 ㈜지앤지커머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전자상거래업

디지털 마케팅 

MD
3

직무군  계(C) 125



14 「 ’22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 참여기업 소개자료

  D. (글로벌) 경영일반, 기획, 인사, 총무 15개사 35명

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1 AIA생명보험 보험 재무 등 3

35명

2 로버트월터스코리아 고용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

채용 공고 등록

지원자&면접관 

인터뷰 일정확인

재무 회계 보조

1

3 벌리츠코리아 교육서비스 글로벌 재무 등 1

4
비자인터내셔날아시아퍼시픽

코리아 주식회사
시장조사, 경영상담

미디어 모니터링, 

영문기사 번역, 

커뮤니케이션 

전략기획

1

5 (주)비즈니스캔버스 소프트웨어 개발
리서치 및 

사업전략수립
2

6 빅웨이브로보틱스㈜ 정보통신업 재무관리 1

7 스튜디오씨드코리아 소프트웨어 개발
기획,인사,노무,

총무,관리 등
2

8 코코넛사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글로벌 기획 1

9 쿠팡 주식회사 통신판매업 인사, 채용, 총무 등 12

10 퀄컴 코리아 서비스, 도매
(해외인력대상) 

인사, 홍보, 재무
5

11 퍼솔켈리코리아 유한회사 서비스, 인재 채용, HR 컨설팅

HR Consulting 

전반 Support 

Training, 

인사관리 등

1

12 ㈜하이랜드푸드 수입 무역 및 도소매업 해외법인 관리 보조 2

13 한국3M
화학제품 제조, 플라스틱 제품 

제조
회계 및 재무 1

14 한국암웨이㈜ 제조 및 도소매업
연구개발, 자료조사, 

데이터분석
1

15 한국얀센 의약품 도소매업 글로벌 인사 직무 1

직무군  계(D)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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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글로벌) 마케팅, 영업 22개사 80명

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1 코코넛사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디지털마케팅,

영업관리
2

80명

2 주식회사 기원테크 소프트웨어 제조 해외영업 마케팅 1

3 주식회사 여심서울 전자상거래/수출
마케팅 진행업무 
보조, 기업관리 

업무보조
1

4 주식회사 스타스테크  제조업
해외 시장 조사 / 
해외 마케팅 및 

영업지원
3

5 아도바 주식회사 정보통신업 해외영업 마케팅 2

6 한국얀센 의약품 도소매업

데이터 파운데이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레포트 

제작, 마켓 리서치

2

7 한국3M
화학제품 제조 / 플라스틱 제품 

제조

영업관리 및 
디지털 마케팅

9

8 (주)나인코퍼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글로벌 유저 대상 
SNS마케팅 서포트 

직무
1

9 ㈜하이랜드푸드 도소매업 무역사무 지원 2

10 주식회사 룰루랩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오프라인 마케팅 3

11 퍼솔켈리코리아 유한회사 서비스, 인재 채용, HR 컨설팅

Korea and 
Consulting 

SNS 관리,영상 
제작,전반적인 

Marketing 업무

1

12
비자인터내셔날아시아퍼시픽

코리아 주식회사
시장조사, 경영상담

Business 
Development

1

13 쿠팡 주식회사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판매자 관리, 
상품 관리,

글로벌마케팅 등
30

14 (주)비즈니스캔버스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광고, 
데이터분석

1

15 ㈜레드테이블 소프트웨어개발

음식점 기초 
DB수집/ 레드테이블 
시스템을 활용한 

DB가공

7

16 AIA생명보험 보험 마케팅 등 2



16 「 ’22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 참여기업 소개자료

번호 기업명 주업종 신청직무
기업별

신청인원(명)

청년인턴

모집인원

(교육인원)

17 패숀팩토리주식회사 제조, 도매
신규 해외 바이어 
발굴/거래처 관리 

및 상담
1

80명

18 벌리츠코리아 글로벌 교육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등 2

19 작당모의 정보서비스업
글로벌 모바일 앱 
서비스 전반적인 
운영 관리 업무

1

20 퀄컴 코리아 서비스,도매
(해외인력대상) 영업 

관리, 마케팅 등
4

21 ㈜커민스코리아 무역오퍼,기계장비수리

비즈개발 및 프로
젝트 지원/ 마켓 
및 이슈 조사, 

데이터 분석 등

2

22 한국암웨이㈜ 제조 및 도소매업
마케팅 OR 영업교육

디지털마케팅 
2

직무군  계(E) 80

             







참여기업
소개자료

일반기업

’22년 

서 울 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20 「 ’22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 참여기업 소개자료

(가나다 순)
 일 반 기 업

목   차

1. AIA생명보험

2.주식회사기원테크

3.(주)다트미디어

4. 대원씨티에스(주)

5. (주)더에스엠씨그룹

6. 주식회사 디케이브라더스

7. 라이프시맨틱스

8. (주) 라파스

9. 로버트월터스코리아 주식회사

10. (주)리노커뮤니케이션즈

11. (주)마더브레인

12. 메가존클라우드

13.(주)바이너리큐브

14. (주)벌리츠코리아

15. 비자인터내셔날아시아퍼시픽코리아

16. 아이알링크(주)

17. 언더독스 주식회사

18.(주)엠비씨아트

19. 엠포플러스(주)

20. (주)엠피인터랙티브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1일반기업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21. 위시캣

22. (주)이너스커뮤니티

23. (주)이십일세기소프트

24. (주)제이코스

25. 주식회사상상우리

26. ㈜지앤지커머스

27. 주식회사 포시에스

28. (주)커민스코리아

29. (주)케이지에듀원

30. 코코넛샤일로

31. 쿠팡 주식회사

32. 퀄컴코리아

33. ㈜텐핑

34.(주)파워풀엑스

35. 패숀팩토리 (주)

36. 퍼솔켈리코리아 유한회사

37. (주)필라멘트리

38. (주)하이랜드푸드

39. 한국3M

40. 한국암웨이

41. 한국얀센



22 「 ’22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 참여기업 소개자료

1.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타워

 주업종 : 보험

 매출액(21년) : 3,099백만원

 종업원 수 : 600명

 주요생산품 : 생명보험

 홈페이지 주소 : www.aia.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 상장 보험기업 AIA 그룹의 한국법인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HLBL,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향한 

고객의 여정을 위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

•
•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5명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재무본부 재무 등 3명 D

마케팅 본부 마케팅 등 2명 E

 직원혜택/복지제도

연차 & Refresh Leave, Family Day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건강검진, 단체보험, 사내동호회

명절 선물, 경조사 지원, 체력단련비 & 교육비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 36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지원 업무 중심의 업무경험 제공

인턴기간 중 업무평가에 기반하여 향후 채용 포지션 발생시 고려

•

•



23일반기업

2. 주식회사 기원테크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53, 509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5차)

 주업종 : 소프트웨어 제조

 매출액(21년) : 1,782백만 원

 종업원 수 : 35명

 주요생산품 : 사이버보안솔루션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iwontech.com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홍보 디자인
홍보 광고 디자인 
(웹디자이너 직무)

1명 B

마케팅 홍보 고객관리 영업관리 1명 C

해외영업 마케팅 해외영업 마케팅 1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3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1994년 창업 이래 이메일 보안 솔루션 및 MES, ERP 등 다양한 전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이메일보안, ERP 시스템, 골재 MES, 일반 SI, 스마트팩토리 등의 다양한 IT 사업 주도

최고의 기술로 가치를 창조하고 혁신적인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는 고객 최우선 기업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IT업계 에서 IT 기술 개발 전문기업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사업참여를 통해 청년 인턴의 전문적 업무 능력 배양 고취

업무 해외체험 지원

•

•

 직원혜택/복지제도

09:00~09:30 자율 출근제 자율복장

정기휴가 및 경조사 자율휴가제도 , 연 1회 건강검진 지원

점심 및 저녁식사 지원,음료수 및 간식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 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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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트미디어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407호

 주업종 : 광고기획, 제작 및 대행업 광고조사

 매출액(21년) : 48,000백만원

 종업원 수 : 53명

 주요생산품 : 디지털 미디어, IPTV 광고매체 판매

 홈페이지 주소 : www.dartmedia.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디지털 미디어 광고사업 기획/미디어 시장 분석/광고 캠페인 운영

온라인/모바일 광고 컨설팅 및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인사이트 제공을 위한 광고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차별화된 광고 시스템 구현 및 독보적인 광고 솔루션 보유

•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기획본부 인사, 교육, 노사관리 1명 A

스마트미디어광고부문 디지털마케팅 5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6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사업참여를 통하여 청년인턴 4명 중 2명 정규직 전환 경험•

 직원혜택/복지제도

각종 경조사비/문화활동비/통신비 지원

교육/훈련 신입사원교육(OJT) 제공

매월 셋째주 금요일 휴무(패밀리 데이)/생일상품권(5만원) 지급/명절, 창립일 선물 지급

4대보험, 퇴직연금, 유연근무제, 창립일 휴무, 노동절 휴무, 연차휴가, 종합건강검진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 2,8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
•
•
•



25일반기업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09, 2층 1호

 주업종 : 도소매, 유통업

 매출액(21년) : 804,593백만원

 종업원 수 : 244명

 주요생산품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홈페이지 주소 : www.dwcts.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업력30년 이상의 IT 유통전문 기업으로, 우수한 제조사의 제품을 고객과 연결

급격히 변화하는 IT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거듭

기업들 사이에서  화제인 ‘OKR(Objective&Key Results)’이라는 일하는 방식을 도입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

•
•
•

4. 대원씨티에스(주)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영업팀 마케팅 영업 4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데이터 분석 및 온라인 홍보업무를 시작으로, 거래처 관리까지 경험

우수 인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적극 고려

•

•

 직원혜택/복지제도

신입사원 웰컴키트 지급,건강검진비용 지원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가 이용, 사내 팬션 무료이용.

자기계발비(도서구입, 체력단련비 등),사내 동호회 지원, 경조사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 3,000만원 이상 ~ 3.300 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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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더에스엠씨그룹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48, 7층 (삼성동, 유라테크빌딩)

 주업종 : 광고대행업

 매출액(21년) : 55,466백만원

 종업원 수 : 274명

 주요생산품 : 광고콘텐츠,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홈페이지 주소 : thesmc.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을 제공하는 뉴미디어 종합 콘텐츠기업 (SNS, 디지털캠페인, 영상, 

커머스 등 통합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제공)

콘텐츠 광고대행 국내 최고의 실적과 독창적 콘텐츠로 제품을 브랜딩하는 등 150여개의 

고객사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에 집중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전략부 인사, 소셜미디어 콘텐츠 분석 4명 A

광고&커머스사업부 소셜미디어 콘텐츠디자인 제작 13명 B

광고&커머스사업부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광고주 커뮤니케이션
7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4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배치 이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광고주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업무, 유관 지원 업무진행 예정 

인턴운영기간 이후 업무능력, 태도 등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 적극 검토 예정

•

•

 직원혜택/복지제도

카페테리아 및 휴식공간(안마의자, 세미나실 등), 조기퇴근, 생일/졸업축하금, 간식지원

자율복장근무, 탄력출/퇴근제(야근시 탄력출근 및 식대/택시비지원) 

자기 계발비 지원, 경조사 지원, 4대보험가입, 연차 휴가 자율 사용

신입직원 급여수준 : 2,600~3,000만원 미만

•
•
•
•



27일반기업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5 A동 17층 1705호

 주업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약 2,000백만원

 종업원 수 : 21명

 주요생산품 : IT 플랫폼 개발 및 남녀 의류 제작

 홈페이지 주소 : dkbrothers.co.kr

B R O T H E R S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FAZ라는 플랫폼을 통해 의류제작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 에이전시를 같이 

운영하여 WEB/APP등 플랫폼 개발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창립하여 매년 200%로 매출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프로모션, 의류제작, 

쥬얼리제작, 온라인판매, IT 개발등 다양하게 사업을 운영중

•

•

6. 주식회사 디케이브라더스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팀 경영지원,인사,노무 2명 A

홍보, 디자인팀 UI/UX, 홍보이미지 2명 B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2년도 내부 인력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적격성 검토 기준표 작성 후 평가하고 정규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채용 예정

•

•

 직원혜택/복지제도

금요일 격주 단축 근무 14:00 퇴근

경조사, 위로비 등 지원

스낵24를 통한 간식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2,7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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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라이프시맨틱스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3

 주업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약 2,665백만원

 종업원 수 : 54명

 주요생산품 : 맞춤형 웰니스케어 (모바일 헬스)

 홈페이지 주소 : lifesemantics.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기록과 다양한 loT(사물인터넷) 기술로 측정되는 라이프로그등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은 건강한 삶과 의학 발달의 밀알이면서 소중한 

개인자산입니다. PHR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LifeSemantics)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생태계를 만듭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파고를 넘습니다. 정밀의료시대, 

건강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 기획,세무관리 3명 A

홍보 유관기관,언론 동향 조사 1명 B

마케팅,영업 병원,약국, 협업사 영업관리 1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5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사업참여를 통하여 청년인턴 2명 중 2명 정규직 전환한 바 있음

분야별 인턴업무 수행 후 평가를 거쳐 전 인원 채용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직원 건강 지원: 사옥 내 임직원 전용 피트니스 시설, 종합 건강검진 지원.

직무 관련 자기계발 지원: 외부 교육, 세미나 지원, 직무 관련 도서 구입 지원

출산, 육아기 지원, 가족 돌봄 등 근무 단축제 지원/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3,6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
•
•
•



29일반기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1길 62(마곡동,라파스)

 주업종 : 제조업

 매출액(21년) : 14,800백만원

 종업원 수 : 91명

 주요생산품 : 마이크로니들패치 / 화장품 제조

 홈페이지 주소 : www.raphas.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마이크로니들 사업 추진을 통해 전세계 마이크로니들 업계 1위 기업

혁신기술, 상업화능력, 의약품 개발능력을 보유,2019년 11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을 제조하는 독보적인 Droplet extension(DEN) 기술보유

•
•
•

8. ㈜ 라파스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홍보(식품사업부 화장품사업부) 홍보,광고, 디자인 1명 B

마케팅부 고객관리 마케팅 3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기간 중 평가를 거쳐 우수인재 정직원으로 채용 목적

지원자에게 자기개발 기회 부여

•

•

 직원혜택/복지제도

자유로운 연차사용, 근무복장

급여제도(퇴직연금, 인텐티브제,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포상,4대보험가입)

리프레시(연차, 여름휴가, 반차,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남성출산휴가)

신입직원 급여수준 : 3,800만원 이상 ~ 4.000 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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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로버트월터스코리아주식회사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동관 21층

 주업종 : 고용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

 매출액(21년) : 비공개

 종업원 수 : 61명

 주요생산품 : 인재 채용 컨설팅 (리크루트먼트)

 홈페이지 주소 : www.robertwalters.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1985년 영국 런던에 상장된 영국계 글로벌 인재 채용 전문 컨설팅 회사

다국적기업부터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폭 넓은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인재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기업에는 최고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보장, 구직자에게는 최고의 채용 서비스와 장기적 커리어 

발전을 위한 조언을 제공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HR & Finance

ㆍ채용 공고 등록

ㆍ지원자 & 면접관 인터뷰 

일정확인

ㆍ재무 회계 보조

1명 D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으나 성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고려•

 직원혜택/복지제도

07:00~10:00 자율출근제, 주2회 재택근무

직원 및 부모님 (1인), 건강검진 비용, 무료 심리 상담 지원

사내동호회 가입시 취미활동 비용지원

Flex Lunch (점심시간 1시간 연장), 연간휴가 20일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 회사내규에따름

•
•
•
•
•



31일반기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45 (가락동, 리노타운)

 주업종 : 소프트웨어개발, 웹에이전시, 온/오프라인마케팅

 매출액(21년) : 11,295백만원

 종업원 수 : 64명

 주요생산품 : 웹&모바일 에이전시, 디지털마케팅 에이전시, 

                      광고매체대행 외

 홈페이지 주소 : www.renocomms.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Innovation Contents & Technology Platform 혁신적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 SW를 아우르는 

시스템 구현 기술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활용하는 One-Stop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10. (주)리노커뮤니케이션즈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디자인팀, 광고팀 UI/UX 디자인, 광고영업 2명 B

브랜드마케팅팀 디지털마케팅, 퍼포먼스마케팅 2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기간 종료 즉시 실무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

청년은 3개월의 업무 경험을 통해 향후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확고히 할 수 있음

•

•

 직원혜택/복지제도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특별지원 프로그램, Reno jeju 펜션 지원, 우수사원 포상

온/오프라인 교육비 지원, 도서지원

건강검진 지원, 사내 동호회 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념일 명절 선물, 경조사 지원 등

신입직원 급여수준 : 3,000~3,300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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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마더브레인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4, 15,16

 주업종 : 광고대행, 광고물제작

 매출액(21년) : 47,200백만원

 종업원 수 : 113명

 주요생산품 : 광고콘텐츠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therbrain.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차별화된 기획과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

브랜드 성장을 위한 인사이트 캠페인 제안, 미디어 콘텐츠 제작, 광고대행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디지털마케팅본부 /

디자인본부 
디지털 광고기획 및 제작 /

광고 디자인
7명 B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7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청년인턴 2명 정규직전환제의 : 업종전환의지 표명한 1인 외 1명은 현재 근무중

22년 청년인턴 50%이상 정규직 전환 목표

•

•

 직원혜택/복지제도

명절교통비 및 생일축하금 지급, 장기근속포상, 연 1회 해외 워크샵 지원 

복지포인트 : 입사 확정시 최소 200만 포인트와 근속에 따른 추가 포인트 지급

조기퇴근제 : 매주 수요일 2시간 조기퇴근, 매월 셋째주 금요일 4시간 조기퇴근

인센티브제 : 매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자율재택근무

신입직원 급여수준 : 3,000만원 이상

•
•
•
•
•



33일반기업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46, 메가존빌딩

 주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매출액(21년) : 약 900,000백만원

 종업원 수 : 1,800여명

 주요생산품 :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홈페이지 주소 : www.megazone.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2012년 국내최초 AWS 공식파트너사 선정

전 세계 100개 No.1 솔루션 업체와의 클라우드 파트너쉽 통합 서비스

국내 최초 & 최대 AWS Premier Consulting Partner

•
•
•

12. 메가존클라우드(주)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관리부서 기획,인사,회계등 3명 A

디자인팀 디자인 1명 B

Sales Group / 마케팅 Group
Sales Group-영업

마케팅 Group-온,오프라인 마케팅
3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7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각 직무 관련 부서 배치 후 실무 업무 지원

3개월간 실무 중심의 직무 훈련 완료 후 인턴기간 평가 및 인력 수요에 따라 정규직 채용 

•

•

 직원혜택/복지제도

여행, 운동 물품구매 등 원하는대로 사용가능한 복지비 연 100만원 지원

교육 비용, 자격증 비용, 도서구매, 전자도서관 지원 등 직무향상 지원

리조트, 병원 등 여가생활을 위한 제휴 프로그램

신입직원 급여수준: 2,900만원 이상~3,300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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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inarycube

13. ㈜바이너리큐브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7,아이에스비즈타워 506호

 주업종 : 광고대행 및 제작

 매출액(21년) : 15,500백만원

 종업원 수 : 19명

 주요생산품 : 문화콘텐츠(광고콘텐츠, 디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홈페이지 주소 : http://binarycube.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디지털광고(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의 기획 및 운영

디지털광고 제작(크리에이티브)

디지털광고 관련 컨설팅 등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Performance Creator 디지털광고기획 3명 B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3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청년인턴 2명 모두 정규직전환제의 : 업종전환의지 표명한 1인외 1명은 현재 근무중

22년에도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모집인원 3명 모두 정규직 전환 목표

•

•

 직원혜택/복지제도

모성보호 우수기업(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적극 권장)

경조사비 지원, 건강검진비용지원, 교육비/자기계발비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2,400만원~2,700만원 미만

•

•

•



35일반기업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애플트리타워 3층)

 주업종 : 글로벌 교육서비스

 매출액(21년) : 1,500백만원

 종업원 수 : 28명

 주요생산품 : 평생교육/어학교육

 홈페이지 주소 : www.berlitz.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145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어학교육 기관 

외국어교육, 지식 및 인력 개발, 글로벌 리더쉽 교육, 문화 및 비즈니스 트레이닝 솔루션 분야의 선도 

벌리츠코리아는 벌리츠 홍콩, 싱가포르, 태국, 타이완 센터 등을 리드하는 아시아 글로벌 

허브역할을 담당

•
•
•

14. 벌리츠코리아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운영지원팀 총무, 관리 등 1명 A

경영지원팀 글로벌 재무 등 1명 D

마케팅팀 글로벌 마케팅 등 2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글로벌 교육서비스 운영팀과 마케팅팀의 트레이닝, 업무 숙지를 통한 인턴 과정을 운영

인턴 과정 수료 후에는 정규직 전환 배치를 고려 예정 

•

•

 직원혜택/복지제도

사내 외국어 교육지원, 인센티브제, 우수사원 표창, 장기근속직원 포상, 자기개발 교육비 지원, 

경조사 지원 등

글로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유연근무제 실시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2,700만원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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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비자인터내셔널아시아퍼시픽코리아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26 17층

 주업종 : 시장조사, 경영상담

 매출액(21년) : 비공개

 종업원 수 : 61명

 주요생산품 : Payment technology

 홈페이지 주소 : www.visakorea.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Visa는 디지털 결제 분야의 세계적 선두 기업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신뢰 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해 개인, 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당사 고유의 선진 프로세싱 네트워크인 VisaNet 은 회계연도 2021년 연간 총 2,320억 건, 

하루 평균 6억 3,700만 건의 결제 및 현금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Visa는 다양한 Visa 브랜드 결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9월 30일 

기준 1만 5,100개의 금융기관 고객사들이 신용, 체크, 선불, 현금 지급 서비스가 포함된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을 개발해 개인, 기업, 정부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Corporate communication Corporate communication 1명 D

Business Development Business Development 1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Corporate communication 미디어 모니터링, 영문기사 번역, 커뮤니케이션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함

Business Development 국내 주요 고객관리 및 지원을 하며 협업 추진 업무를 담당함

•

•

 직원혜택/복지제도

Health 지원금 지원, 치과 진료 지원, Group life term insurance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유치원~대학교), 직원 교육비 지원

Flexible 출퇴근제도

신입직원 급여수준 : 정보없음

•
•
•
•



37일반기업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25,13층

 주업종 : 제조업 통신업

 매출액(21년) : 5,134백만원

 종업원 수 : 36명

 주요생산품 : 녹취 솔루션

 홈페이지 주소 : www.irlink.net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콜센터용 유·무선 녹취 솔루션 전문 개발 회사

자체 개발한 음성 녹취 및 IP 통신 솔루션 CTI시스템을 바탕으로 은행, 보험사 등에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콜센터 솔루션을 제공

모바일 TM 및 녹취 솔루션을 개발하여 음성통신 솔루션 분야에서 최고의 시스템 SI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

•

16. 아이알링크 ㈜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영업팀 기술영업지원 1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가능 

직무능력 향상 기회 부여 및 정규직 전환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계획

•

•

 직원혜택/복지제도

휴게실보유, 직원건강관리기기 보유, 건강검진지원, 유연근무제활용(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시퇴근제 활용, 생일자 상품권 지급, 회식비 지원

연차(반차)휴가 자유사용, 경조사휴가, 경조사비지원,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퇴직금(연금)가입, 

인센티브제도, 장기근속자포상, 우수사원포상

신입직원 급여수준 : 2,7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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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언더독스 주식회사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88-1, 401호 (유디빌딩)

 주업종 : 스마트러닝

 매출액(21년) : 5,500백만원

 종업원 수 : 28명

 주요생산품 : 창업교육/창업교육콘텐츠 개발/이러닝플랫폼 운영 등

 홈페이지 주소 : www.underdogs.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창업교육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사업을 통한 사회혁신가 육성

창업 교육 콘텐츠 기반의 스마트 이러닝 온라인 교육 기획 및 플랫폼 운영

창업교육 및 창업기업을 통한 도시 / 지역 재생 사업

기업 사회공헌 컨설팅 (CSR / ESG 관련 등)

•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벨류 마케팅팀 마케팅 영업 5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5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참가 인턴의 업무성과와 개별면담을 거쳐 채용 여부 확정 예정

직원과 동일한 업무 지원 및 근무환경 제공으로 충분한 업무 경험 제공

•

•

 직원혜택/복지제도

08:30 – 09:30 자율 출근제

리프래쉬 휴가 부여 (3년 이상 재직자 대상)

건강검진 병원 지정 및 비용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 2,7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
•
•



39일반기업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문화방송 방송센터 3층

 주업종 : 무대장치/디자인

 매출액(21년) : 35,200백만원

 종업원 수 : 136명

 주요생산품 : 드라마/예능/보도/공연/전시/행사/영화 미술,디자인

 홈페이지 주소 : www.mbcart.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문화방송이 설립한 드라마/영화/공연/행사/전시미술 전문 회사

국내 최대 사극 메카인 용인 대장금테마파크 기획/디자인/설계/시공을 담당한 국내 최고의 

오픈세트 건립 회사 

최근 인기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미술제작 

•
•

•

18. ㈜ 엠비씨아트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디자인부 홍보,광고,디자인 4명 B

미술1부 마케팅, 영업 3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7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쉽 제도를 통한 우수한 사원 채용(정규직) 

지원자에게 자기개발 기회 부여

•

•

 직원혜택/복지제도

4대보험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

유치원/중/고/대학교 학자금 지원

개인연금지원, 통신비 지원

사내 대출(전세 등) 지원 , 유연근로제 시행

신입직원 급여수준 : 3,000만원 이상 ~ 3.300 만원 미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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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엠포플러스(주)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8, SK V1센터 

               1615~1620호

 주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

 매출액(21년) : 21,200백만원

 종업원 수 : 28명

 주요생산품 : 메시지 발송 모듈 개발 및 납품,

                      RFID/NFC 장비 판매 및 솔루션 개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emfoplus.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비즈니스 토탈 솔루션 선도 기업

메시지 전송 솔루션, RIFD/NFC 솔루션, 신분증 진위확인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IT 솔루션과 고객 서비스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시켜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를 해결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사업 1팀
기업메시지 솔루션 

영업 및 고객관리
2명 C

사업 2팀
RFID 제품 및 솔루션 

영업 및 고객관리
2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가능 •

 직원혜택/복지제도

목표달성 해외여행 및 성과급 지급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선택적 복리 후생)

가족 경조사 기념 선물 및 지원금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 2,6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정규직 기준)

•
•
•
•



41일반기업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607

 주업종 : 온라인 광고대행

 매출액(21년) : 80,000백만원

 종업원 수 : 90명

 주요생산품 : 온라인광고 대행운영(네이버, 카카오, 베너 등)

 홈페이지 주소 : www.mpinteractive.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온라인 광고 공식대행사로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 등 광고 대행 운영•

20. ㈜엠피인터랙티브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광고본부 광고운영팀
온라인 광고영업 및 

광고 콘텐츠 관리
5명 B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5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내부 교육제도 및 컨설팅 운영

22년 인턴 채용 후 평가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예정 

•

•

 직원혜택/복지제도

주 35시간 근무(10:00 ~ 18:00/월 –금)

매월 둘째 주 금요일 휴무(가족의 날)

카페테리아, 회사노래방 운영, 리조트 및 캠핑카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2,400만원 이상 ~ 2,700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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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시켓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3F

 주업종 : 서비스업

 매출액(21년) : 약 3,929백만원

 종업원 수 : 54명

 주요생산품 : 온라인을 통한 전문직무 제공업

 홈페이지 주소 : www.wishket.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세상이 일하는 방식을 행복하게 변화시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업의 IT 프로젝트, 개발회사, 

프리랜서를 이어주는 온라인 아웃소싱 플랫폼입니다. 

누적 4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스타트업 유니콘부터, 대형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예비창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위시켓을 통해 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서포트팀 고객상담, CS업무 3명 A

컨텐츠팀 온라인 컨텐츠 기획,마케팅 3명 C

채용사업팀 영업 및 영업관리 3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9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사업참여를 통하여 청년인턴 1명 중 1명 정규직 전환 경험

인턴종료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6.5 hour : 하루에 6.5시간 근무 합니다.(10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30분의 점심시간)

health care : 팀원들의 건강을 위한 종합 건강 검진 지원

Landing Program : 새로 입사한 팀원을 위한 랜딩제도와 버디제도

신입직원 급여수준: 회사 내규에 따름

•
•
•
•



43일반기업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7층

 주업종 : IMC마케팅 , 종합광고대행

 매출액(21년) : 7,200백만원

 종업원 수 : 40명

 주요생산품 : 광고 기획, 콘텐츠 제작, 마케팅 플랫폼

 홈페이지 주소 : www.inuscomm.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22년 업력 기반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캠페인 성공 노하우 보유

TV, 라디오, 디지털캠페인 및 영상기획 등 IMC 마케팅 전문가 그룹

2020년 한국광고총연합회 문체부 장관상 수상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SS 선정 등

•
•
•

22. ㈜이너스커뮤니티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기획팀
중장기 사업비전 수립 및 

총무, 세무, 구매, 영업지원
1명 A

브랜딩컨설팅본부 IMC 광고전략 수립 및 성과분석 3명 B

전략영업본부 디지털광고 매체 기획 운영 1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5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업무이해도 향상 위한 체계적 OJT 및 직무교육 진행

주도적 업무 설정 및 성장 욕구 반영한 근무환경 지원

22년 인턴 채용 후 평가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예정 

•

•

•

 직원혜택/복지제도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수평적 조직문화, 팀별 식사비 지원 

명절수당 및 선물지급, 경조사비 및 자기계발비 지원, 스낵바 음료제공 

내일채움공제(청년, 재직자), 복지포인트 지급,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입직원 급여 수준 : 2,800만원 이상 ~ 3,200만원 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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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십일세기소프트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14층 10, 11호

 주업종 : 소프트웨어 공급업

 매출액(21년) : 43,500백만원

 종업원 수 : 48명

 주요생산품 : SW라이선스 컨설팅, 보안솔루션컨설팅, 

                                 기술지원 및 교육, 고객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www.21soft.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1999년 창립하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IT 서비스 전문 컨설팅 기업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보안솔루션 개발사의 공인파트너

대표 공인 파트너사 Adobe Platinum Reseller/Autodest Gold Partner/

Microsoft Gold Partner/Hancom/Dropbox/ZOOM/Ahnlab/EstSoft등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지원팀 경리 일반사무 1명 A

마케팅팀 디지틀컨텐츠 디자인 및 마케팅 1명 B

소프트웨어영업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2명 C

영업지원팀 수발주업무, 영업관리 1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5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부서별 실무자 양성 중심 목표

업무 실적에 따른 정규직 전환 채용 고려 

•

•

 직원혜택/복지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일학습병행제 지원, 지방 거주자 기숙사 운영 및 주거 지원 

지방 거주자를 위한 기숙사 운영 및 주거 지원 ,시차출퇴근제 시행

야근 교통비 및 회식 후 교통비 지급,년 1회 해외 출장 및 세미나 참석 지원 (담당부서에 한함)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 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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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505호

 주업종 : 도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21년) : 31,284백만원

 종업원 수 : 34명

 주요생산품 : 브랜드(자이글,아이리버,레이캅 등) 총판

 홈페이지 주소 : www.jcohs.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2006년 설립 후 특화된 B2B 유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지속 성장을 거듭

기업의 사은행사, 프로모션, 복지물품으로 다양한 제품을 소싱, 개발, 공급  

당사 총판 브랜드의 B2B, B2C 유통 진행 

최적화된 복지몰 솔루션 서비스 제공

•
•
•
•

24. ㈜제이코스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상품기획본부 마케팅 영업 1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 종료 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

 직원혜택/복지제도

휴게시간(점심시간) 90분, 자사몰 복지포인트 제공, 중식 제공

법인 콘도 무상 지원, 교육비 지원 (휴넷), 상해보험 가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운영, 안식휴가 및 휴가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 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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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식회사 상상우리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30층

 주업종 : 경영컨설팅 교육서비스

 매출액(21년) : 2,500백만원

 종업원 수 : 46명

 주요생산품 : 교육서비스, 경영컨설팅

 홈페이지 주소 : www.sangsangwoori.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중장년 취창업 및 사회공헌 활동 연계 사업수행 

중장년 층 재취업 및 역량 증대를 위해 실무교육 및 소셜벤처 창업 발굴

중장년  인큐베이팅을 위한 소셜캠퍼스 온 서울(1센터) 운영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마케팅팀 홍보 및 디자인, 디지털마케팅 4명 B

마케팅팀 광고영업 2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6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홍보/디자인 업무 : 홍보 콘텐츠 기획, UX/UI 컨셉 제안, 웹 및 모바일 디자인

디지털 마케팅 : 채널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광고영업 업무 : 마케팅 효과 분석 및 리포트, 기획, 예산수립

•

•

•

 직원혜택/복지제도

교육비 및 도서 구입비 지원, 탄력 근무제, 장기 근속자 포상

1월~2월 사업 비수기에 Refresh 휴가 사용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만원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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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0, 5층 

               (여의도동,백상빌딩)

 주업종 :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전자상거래업

 매출액(21년) : 13,905백만원

 종업원 수 : 124명(서울법인 54명, 해외법인 70명)

 주요생산품 : B2B e커머스 플랫폼, B2B Drop shipping 

                     플랫폼 (도매꾹, 도매매)

 홈페이지 주소 : gng.ggook.com

26. ㈜지앤지커머스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크루지원실 / 사업지원실 인사, 재무 2명 A

도매꾹&도매매크루 / 캔버시크루 광고홍보, 미디어 운영, UI/UX 디자인 5명 B

도매꾹&도매매크루 디지털 마케팅 MD 3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0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직무별(경영일반/홍보 광고 디자인/마케팅 영업) 1인 이상 정규직 채용 계획 보유, 현재 구인 중

(채용 공고 사이트 공고)

•

 직원혜택/복지제도

생일 유급 반차 및 상품권(5만원) 지급, 결혼기념일 10만원 상당 꽃다발&케익 배송
입사 1주년 기념 상품권(5만원) 및 케익 지급, 매월 간식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지원
성과금 지급,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시차 출근 및 재택근무제도 시행
신입직원 급여수준 : 3,100~3,500만원 미만(대졸 초임 기준)

•
•
•
•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2002년 설립된 B2B e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B2B 유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한 B2B 오픈마켓 플랫폼 ‘도매꾹’과 배송대행 플랫폼 ‘도매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유튜브 속 아이템 구매 앱 ‘캔버시’와 해외 직구&직수입지원 플랫폼 ‘에그돔’ 등을 추가 
런칭하는 등 기업 사훈인 ‘Connecting the world’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지앤지커머스

•

•
100만 상품

일일 구매 완료 상품 수
800만 상품
등록 상품 수

1위
랭키탓컴 B2B부문

250만 회원
플랫폼 회원수

3,000억
연간거래액

125만
앱 다운로드 수

30만 기업
사업자 회원

3만명
전문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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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식회사 포시에스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6 포시에스빌딩

 주업종 : SW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23,000백만원

 종업원 수 : 159명

 주요생산품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홈페이지 주소 : www.forcs.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웹리포팅 솔루션과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 등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 납품하는 전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KOSDAQ 상장 기업)

AI, 챗봇, 블록체인 등을 접목한 지능형 전자문서 플랫폼 연구개발

글로벌 기업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문서/전자계약 서비스를 90여개 국가의 

고객사에 제공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클라우드사업본부
마케팅 영업 직무

(고객지원/영업기획 업무)
3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3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실무중심의 능력형 인재 선호

업무 능력 훈련을 통한 실무 채용 기회 확대 희망

•

•

 직원혜택/복지제도

출퇴근시간 유연제, 자유복장, 수평적 조직문화

직원 사내 식당, 카페테리아 등의 직원 편의시설 

직원 생활안정자금/주택자금 대출 지원

콘도 등 회사 보유 휴양시설 이용 제공, 근로자휴가비 지원사업 참여, 자유로운 

연차사용, 경조휴가, 창립기념일 휴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각종 경조 휴가

신입직원 급여수준 : 3,000만원 이상 (인센티브 별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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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25층)

 주업종 : 무역오퍼, 기계장비수리

 매출액(21년) : 5,500백만원

 종업원 수 : 25명

 주요생산품 : 엔진, 발전기, 관련부품 및 배터리,

                      수소연료전지플랫폼 등 그린에너지 관련 제품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ummins.com/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1919년 설립, 미국 인디애나주에 본사

사명 - 보다 번영하는 세상의 동력이 되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산업용, 상용차용, 해상용, 광산용 엔진 및 발전기 등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글로벌 

파워트레인 전문회사

디젤, 천연가스엔진,  배터리 & 하이브리드,  수소내연기관, 커넥티드 솔루션  

친환경 그린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전해설비, 수소연료전지 등 신사업

•
•
•

•
•

28. ㈜커민스코리아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마케팅(글로벌기업)
비즈개발 및 프로젝트 지원/ 마켓 

및 이슈 조사, 데이터 분석 등
2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사업참여를 통해 청년인턴 2명 당사 업무경험 통해 인턴 마치고 타사 정규직으로 바로 취업함.

22년 해당분야 T.O 발생하면 면접기회 우선 부여  

•

•

 직원혜택/복지제도

의료실비지원제도 ( 단체생명/상해보험)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지원 / 장기근속자포상제도 등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 Employee Assistant Program)

근로자 주식구입제도 (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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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케이지에듀원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통일로92 KG타워 12

 주업종 : 교육서비스업

 매출액(21년) : 62,300백만원

 종업원 수 : 132명

 주요생산품 : 온/오프라인 강의컨텐츠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geduone.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취업,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KG그룹 교육계열사, 성인교육 전문 기업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재무기획팀 재무 1명 A

미정 콘텐츠 기획 및 광고운영 1명 B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향후 인턴의 역량에 따라 계약 연장 및 정규직 채용 계획 있음•

 직원혜택/복지제도

9:00~10:00 시차출근제

사내동호회 가입 시 취미활동 비용 지원, 건강검진, 경조사 및 경조금 지원

사내 스낵바 운영, 격월 외식상품권 지급, 장기근속 포상 및 리프레쉬 휴가

신입직원 급여수준 2,7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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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16-14 코너스톤 2층

 주업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약 1,418백만원

 종업원 수 : 36명

 주요생산품 : 빅데이터(데이터마이닝)

 홈페이지 주소 : www.coconutsilo.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ASEAN 시장을 활보하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사업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 출신으로 2020년 06월 분사(Spin-off) 후 베트남을 비롯한 

ASEAN 시장 및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AI 기반 디지털 물류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

Coconut Silo Vina라는 베트남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해외시장 프로젝트 

운영중

•
•

•

30. 코코넛사일로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인사,기획팀 기획,인사,재무,총무 2명 A

홍보팀 홍보,미디어운영 5명 B

인사,기획팀 (글로벌) 기획,관리 1명 D

마케팅팀 디지털마케팅,영업관리 2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0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지속적 사업 성장중에 있어 청년인턴을 통해 단계적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 운영을 하려함.

당사 채용 프로세스의 원칙에 따른 1,2차 면접 실시 후 채용 예정

•

•

 직원혜택/복지제도

최신형 및 최고사양 기기 제공, 해외 출장 지원

외국어교육 지원, 직무 유관 도서 구입비 지원

미니 카페테리아 지원, 제휴 호텔 할인

신입직원 급여수준: 회사 내규에 따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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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쿠팡 주식회사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570 타워730

 주업종 :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매출액(21년) : 13,925,768백만원

 종업원 수 : 23,299명

 주요생산품 : 전자상거래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www.coupang.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한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수백만 가지의 상품과 수백만 명의 고객을 보유

몇 시간이면 배송이 완료되는 서비스를 365일 제공,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쇼핑의 시작부터 상품 수령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

MIT Technology Review의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50대 기업(50 Smartest Companies in 

the World)’에 선정, Forbes의 ‘글로벌 게임 체인저(Global Game Changers) 30인’, CNBC가 

선정한 ‘혁신기업 50(Disruptor 50)’ 명단 2위

•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지원부서 인사, 채용, 총무 등 12명 D

마케팅/홍보/영업부서
판매자 관리, 상품 관리, 

글로벌마케팅 등
30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2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추후 비즈니스 상황 및 해당 인턴의 근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규직 채용 검토 예정•

 직원혜택/복지제도

쿠팡케어센터, 건강검진, 단체 상해보험

임직원 대출 이자지원, 휴양시설, 사내 동호회

Courest심리상담, Coukids어린이집, Covid 19 응급 지원센터

신입직원 급여수준 : 27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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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15층

 주업종 : 서비스,도매

 매출액(21년) : 121,100백만원

 종업원 수 : 293명

 주요생산품 : 모바일 및 오토모티브 플랫폼 등

 홈페이지 주소 : www.qualcomm.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퀄컴은 5G 모뎀-RF 시스템, 스냅드래곤 모바일 플랫폼 

(SnapdragonTM Mobile Platform) 및 오토모티브 솔루션등 혁신적인 엔드-투-엔드 무선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

32. 퀄컴 코리아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지원부서
(해외인력대상) 

인사, 홍보, 재무 등
5명 D

기술지원부서
(해외인력대상) 

영업 관리, 마케팅 등
4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9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영업, 마케팅, 경영지원부서 및 기술지원부서에서 전반적 기업생태를 경험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

•

•

 직원혜택/복지제도

경조사, 자녀학자금,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등 기타복지 제공 (인턴 해당없음)

신입직원 급여수준 : 회사 내규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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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텐핑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 6층

 주업종 :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매출액(21년) : 약 13,041백만원

 종업원 수 : 96명

 주요생산품 : 디지털마케팅 플랫폼 & 커머스 플랫폼

 홈페이지 주소 : tenping.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텐핑은 광고주와 1인 마케터를 연결해주는 애드테크 플랫폼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다양한 

퍼포먼스마케팅과 인플루언서마케팅을 활용한 종합 퍼포먼스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VIP 회원 중심 1인 셀러 플랫폼 ‘UUU몰’을 오픈하여 커머스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관리팀 경영기획,인사,총무 3명 A

상품마케팅팀 마케팅 관련 업무 2명 C

마케팅전략팀 디지털 마케팅 2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7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경영기획, 인사/총무 등 관리팀 인원 충원 필요

면접을 통해 퍼포먼스마케팅팀과 마케팅전략팀에 적정 배치

•

•

 직원혜택/복지제도

자율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연차 외 별도의 최대 10일 유급휴가 제공(병가, 육아 등의 사유로 사용 가능)

매년 임직원 및 가족1명 동반 종합검진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2,700만원 이상 ~ 3,300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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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5길 13

               (논현동, 파워풀엑스 빌딩)

 주업종 : 도소매업, 제조업

 매출액(21년) : 203.900백만원

 종업원 수 : 46명

 주요생산품 : 화장품, 스포츠테이프, 맞춤형 웰니스케어

 홈페이지 주소 : www.powerfulx.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대한민국에서 만든 세계 최고의 스포츠 뷰티&헬스케어 브랜드를 지향하는 파워풀엑스는 
2014년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파워풀엑스의 대표제품인 ‘리커버리 크림’은 전 국민에게 ‘박찬호 크림’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으며 스포츠크림 및 온열 통증크림 카테고리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고, 2017년 
단일 상품 매출만으로 한국 코넥스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였다.
2019년 RTD 단백질 드링크 ‘프쌤’, 2020년 ‘쏙 손소독제’, ‘엔젤마스크’ 등 방역제품 라인업을 
출시하며 신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전직원 팀장제의 수평적·능동적 조직문화 추구한다.

•

•

•

34. ㈜파워풀엑스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인사총무팀/재무회계팀 총무/사무행정, 재무(경리회계) 2명 A

전략운영팀/이커머스팀
패키지, 인쇄, 웹 디자인

홍보, 광고매체 운영/관리 등
5명 B

혁신창업팀/국내영업팀
오프라인 영업, 이커머스 MD/

AMD, 디지털 마케팅
4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1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십 기간 내 수시평가, 중간평가 1회, 최종평가 1회로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 평가 방식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턴사원은 정규직 전환 예정
정규직 전환 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변경되며 경력사항, 직무역량 등에 따라 
급여 인상 가능.(해당자에 한하여 진행)

•

•

 직원혜택/복지제도

중식비 보조, 석식대 및 연차, 경조휴가 제공
월 1회 패밀리데이(오후 5시 조기 퇴근제) 시행
도서구입비 지원, 개인 성장을 위한 커리어 교육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2,700만원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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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패숀팩토리주식회사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65 동산빌딩 4층(중화동)

 주업종 : 제조, 도매

 매출액(21년) : 8,414백만원

 종업원 수 : 29명

 주요생산품 : 반려동물 의류, 잡화, 임가공, 

                     전자상거래 소매업, 제품디자인

 홈페이지 주소 : http://www.thepuppia.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강아지, 고양이의 의류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유통하는 기업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60여개 국가에 수출/최근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여함
국내 유일 국가에서 인증받은 펫산업 디자인연구소에서 매년 자사 브랜드인 
'PUPPIA', ‘CATSPIA’, 'PINKAHOLIC'의 S/S, F/W 제품을 디자인 
국내 원단과 부자재로 제품을 생산해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한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음.

•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디자인 연구소

(디자인팀, 홍보팀)
시각디자인 및 패션디자인 참여/

시장조사/SNS 및 자사 홈페이지관리    
2명 B

국내영업
신규 바이어 발굴/거래처 관리

/상품 게재 및 관리
1명 C

해외영업
신규 해외 바이어 발굴
/거래처 관리 및 상담

1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가능 
해외 영업 직무의 경우 아랍어 or 스페인어 회화 가능자 / 외국인 지원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지속적인 직원의 충원과 외부 위탁 교육으로 Man Power 향상
사내동호회 지원으로 직원들 사기증진에 노력(동호회 중복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해당시, 신입사원 전원 가입을 통한 이익 공유.
매년 평균 약 6% 정도 급여인상 실시 중(하후상박)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만원 미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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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36, 15층

 주업종 : 서비스, 인재 채용, HR 컨설팅

 매출액(21년) : 25,982백만원

 종업원 수 : 434명

 주요생산품 : 인사컨설팅

 홈페이지 주소 : www.persolkr.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전 세계 35개여국의 160개 지사를 HR토탈 솔루션그룹

국내외 기업의 인사에 관련된 모든 분야(인재채용,인사컨설팅,인적자원교육지원 등)의 

전문성을 보유한 Fortune500대 기업의 글로벌 기업

•
•

36. 퍼솔켈리코리아 유한회사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PERSOL Consulting
HR Consulting 전반 Support 

Training, 인사관리 등
1명 D

MKT Team

Korea and Consulting SNS 

관리,영상 제작,전반적인 

Marketing 업무

1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 종료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직원혜택/복지제도

시차출퇴근제운영

장기근속자포상, Top Performer 포상

사내 스낵바 제공

건강검진비용지원, 경조사비지원, 생일상품권지급

신입직원 급여수준 : 회사내규에따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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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필라멘트리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4길 16, 필라멘트리 빌딩

 주업종 : 광고, 홍보, 마케팅, 영상 제작

 매출액(21년) : 6,000백만원

 종업원 수 : 30명

 주요생산품 : 광고 콘텐츠 / 디지털 마케팅

 홈페이지 주소 : http://filamentree.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종합홍보대행사(공공홍보, 사기업) / 연간, 단기 홍보마케팅 사업 

유튜브 및 기업/제품 홍보용 비디오물 제작 사업

해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마케팅 사업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기획팀 홍보광고 콘텐츠 디자인, 영상제작 2명 B

기획팀 디지털 마케팅 1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3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청년인턴 1명 정규직전환 : 21년도에 채용한 1명은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 중

22년 청년인턴 50%이상 정규직 전환 목표

•

•

 직원혜택/복지제도

복지공간 : 남녀 실내 휴게실, 야외 휴게실, 안마기 구비

복리후생제도 : 연2회 동호회 활동, 사내 교육, 자기개발비 지원

결혼, 출산, 생일 등 경조사비 지급,  근속 년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신입직원 급여수준 : 회사내규에 따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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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235 (하이랜드빌딩)

 주업종 : 도소매업

 매출액(21년) : 787,500백만원

 종업원 수 : 67명

 주요생산품 : 육류 수입 및 국내 유통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ighlandfoods.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국내 수입육 시장에서 ‘매출, 물량, 우육/돈육 유통 점유율 1위’를 차지
국내 대표적인 육류 수입 및 가공 식품기업
세계 14개국 50여 해외 공급자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장기계약을 유지
국내에는 2000여 개 거래처에 유통하며 산업을 주도
2021년 기준 그룹사 총매출액 9,378억과 최근 5개년 연 25%의 높은 매출 성장을 이룸

•
•
•
•
•

38. (주)하이랜드푸드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지원팀 인사 업무 보조 3명 A

경영지원팀 사내홍보 / 대외홍보 지원 2명 B

영업팀/리테일팀 도·소매 영업 보조 4명 C

하이랜드USA 해외법인 관리 보조 2명 D

해외사업팀 무역사무 지원 2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3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사업참여를 통하여 청년인턴 3명 중 2명 정규직 전환 경험
인턴십 참여 태도 및 현업 부서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건강관리비 지원 / 헬스장 월 이용권 및 PT 제공 
자기계발비 지원 / 학비 지원(학사, MBA)
포상(장기근속, 모범사원) / 내일채움공제  
법인차량 제공(업무 관련 필요 시) / 법인폰 지급(영업직군)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 조식 제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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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한국3M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18층(여의도동)

 주업종 : 화학제품 제조 / 플라스틱 제품 제조

 매출액(21년) : 1,772,150백만원

 종업원 수 : 1,698명

 주요생산품 : 화학 및 접착제품/의료기기/사무용품

 홈페이지 주소 : www.3m.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3M은 100년이상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온 다국적기업

3M은 일상생활에 과학을 적용하여 삶을 향상 / 발명을 멈추지않는 글로벌 과학기업

46가지 기술플랫폼을 이용하여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고객들과 협업하여 혁신을 창조

과학자와 연구원 및 마케터들이 협업하여 다양한 국가와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문제와 

도전을 해결하는 기업

•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재경부 회계 및 재무 1명 D

영업 및 마케팅 영업관리 및 디지털 마케팅 9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0명

 직원혜택/복지제도

유연근무제도 및 시차출퇴근제

“Work you Way “ 근무제도 

 - 직무특성에 따른 On-site/ Hybrid/ Remote 근무 방식 선택 가능 

자기개발비 및 영어교육비 지원

사내 주식 제도/ 온라인 복지몰 운영

자율복장 제도 및 직원 건강검진/ EAP ( 직원 상담 제도) 

신입직원 급여수준: 4,000만원~ 5,000 만원 (직무에 따라 개별 제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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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27층

 주업종 : 제조 및 도소매업

 매출액(21년) : 741,200백만원

 종업원 수 : 346명

 주요생산품 :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홈페이지 주소 : www.amway.co.kr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미국에 본사가 위치한 다국적 기업, 1988년 국내 현지 법인을 설립

세계 1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라이트(NUTRILITE), 코스메틱 브랜드(ARTISTRY)를 

포함, 가정 세제류, 가전 용품 등 생활관련 제품 1,000여 종을 생산 및 판매중이며, 국내 우수 

기업 제품을 공동기획, 판매하는 원포원(One for One)프로젝트를 추진

•
•

40. 한국암웨이(주)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홍보부서/디지털부서
UX/UI

홍보커뮤니케이션 소셜컨텐츠
2명 B

연구개발부서 연구개발, 자료조사, 데이터분석 1명 D

마케팅부서/

디지털부서

마케팅 OR 영업교육

디지털마케팅 
2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5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멘토의 가이드 하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

적합 포지션이 있고 인턴의 역량이 검증된 경우 직원으로 채용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Flexble working hour, 사내 카페테리아, 수유실, 직원 휴게실, 선택적 복리후생, 4대보험, 

여름휴가, 생일축하금 지원, 휴대폰 통신비 지원, 무자녀직원대상 문화생활비 지원, 경조사 

지원, 자녀학자금, 퇴직연금, 단체보험, 건강검진, 야근수당, 주택 자금 이자 지원 제도, 

긴급 자금 대출, 직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신입직원 급여수준 : 4,0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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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얀센

 회사정보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주업종 : 의약품 도소매업

 매출액(21년) : 393,800백만원

 종업원 수 : 409명

 주요생산품 : 양약, 자양강장제

 홈페이지 주소 : www.jnj.com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한국얀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으로 질병이 과거의 일이 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질병과 싸우는 과학, 치료를 개선하는 혁신, 절망을 치유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전 세계 환자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선사하는 기업
심혈관과 신진대사, 면역, 전염병 및 백신, 신경과학, 종양학,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질환 영역에 
집중하는 기업
스텔라라, 다잘렉스 등의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향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
•

•

•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홍보팀 디지털 콘텐츠 제작 1명 B

인사부 글로벌 인사 직무 1명 D

데이터 부서
데이터 파운데이션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레포트 제작, 마켓 리서치

2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사업참여를 통하여 청년인턴 계약직 전환 경험

향후 인턴의 역량에 따라 계약 연장 및 정규직 채용의 기회 제공

•
•

 직원혜택/복지제도

유연출근제 및 자율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제도
직무교육비, 영어교육비, 체력단련비, 생일축하금, 휴대폰 통신비, 경조사 지원, 자녀학자금, 단체
보험, 야근수당 지원
사내동호회비, 건강검진, 사내 체력단련실, 산모 휴게실, EAP 지원
연차 및 Family Day 반일휴가 지원
존슨앤드존슨 물품 사원 할인 판매 제도
신입직원 급여수준 : 3,800~4,400만원 미만

•
•
•
•
•
•
•







참여기업
소개자료

스타트업

’22년 

서 울 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66 「 ’22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 참여기업 소개자료

(가나다 순)
 스타트업

목   차

1. 주식회사 구하다

2. 주식회사 게이즈

3. ㈜그레이드헬스체인

4. 주식회사 그로잉맘

5. ㈜나인코퍼레이션

6. ㈜딜리버리랩

7. ㈜레드테이블

8. 주식회사룰루랩

9. ㈜모비데이즈

10. ㈜비주얼

11. 비즈니스캔버스

12. 빅웨이브로보틱스(주)

13. 주식회사 스쿨버스

14. ㈜스타스테크

15. 스튜디오씨드코리아(주)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67스타트업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16. ㈜스트라티오코리아

17. 아도바주식회사

18. 주식회사 엘핀

19. ㈜여심서울

20. 오픈놀

21. 와이즐리컴퍼니

22. 주식회사 왓섭

23. ㈜작당모의

24. 젠틀에너지 주식회사

25. 차봇모빌리티 주식회사

26. ㈜크리에이티브이

27. 탱커 주식회사

28. 주식회사 튜닙



68 「 ’22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2기 」 참여기업 소개자료

1. 주식회사 구하다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일반 인사 회계 1명 A

마케팅 영업 마케팅 영업관리 4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5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블록체인 기반 품질이력관리 및 명품 직구서비스 제공

유럽 현지 부띠크와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연동  명품 직구 플랫폼 제공 

제조-유통-판매 등 모든 Value Chain에 블록체인 기반 기업과 고객에게 최적의  

신뢰 정보 제공

블록체인 기반 품질이력 관리 솔루션 제공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경영지원: 투자사 재무현황 보고, 월 결산 외

패션 이커머스 영업 및 판촉 지원  명품 기획전 및 라이브 커머스 운영 지원,

상품 DB 및 로지스틱스 관리 및 운영 외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전원 정규직 전환 가능 

•
•

•

 직원혜택/복지제도

직원 휴식공간 구비

간식 제공

야근식대 및 야근교통비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 회사내규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70, 6층

 주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매출액(21년) : 6,912백만원

 종업원 수 : 34명

 주요생산품 : 블록체인관리 솔루션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주소 : www.guh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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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 게이즈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디자인팀 홍보 디자인 2명 B

온라인팀 마케팅 영업 4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6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테크/오디오/리빙/자동차 카테고리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상품들을 큐레이션

게이즈라는 PB 브랜드 개발 제조를 꾸준히 해오며, 미국 아마존 등 수출

라이프스타일 셀렉트샵, 게이즈샵(www.gazeshop.com) 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 확장으로 

라이프스타일 용품을 구매하고자하는 고객 니즈에 맞춘 지속 성장 주도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실무중심 인재 선호

업무 실적에 따른 정규직 전환 채용 고려 

•
•

 직원혜택/복지제도

자체 유통/제조 상품 직원 할인 혜택 제공

아메리카노, 간식 무상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 2,7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7, 3층

 주업종 : 제조, 도소매

 매출액(21년) : 15,069백만원

 종업원 수 : 35명

 주요생산품 : IT 디바이스 제조개발 

                     / 라이프스타일 셀렉트샵 운영

 홈페이지 주소 : www.gaze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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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레이드헬스체인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데이터 분석팀
통계모델링 및 통계분석 등 

데이터 전문인력
2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당사는 건강등급을 기반으로 건강개선이 금융혜택으로 이어지는 금융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서비스 : 건강등급 평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LOG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통계 모델팀의 일원으로서 빅데이터 핸들링 담당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결합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 진행

인턴 과정을 충분히 검토 후 정규직 전환 고려

•
•

•

 직원혜택/복지제도

운동 지원, 건강검진 지원, 휴식공간 지원, 경조사비 지원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 3,000 ~ 3,500만원 이상

•
•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12층

 주업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매출액(21년) : 112백만원

 종업원 수 : 15명

 주요생산품 : 스마트헬스케어

                     / 핀테크 건강등급 기반 금융솔루션

 홈페이지 주소 : www.gradeh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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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회사 그로잉맘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그로스전략팀 퍼포먼스 마케팅 기획 및 운영 1명 C

제휴팀 제휴마케팅 담당 1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부모와 아이의 기질, 놀이분석 및 상담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한 앱을 통해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과 불균형을 해소,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으로 가족 맞춤형 육아 솔루션을 제공
육아상담 서비스의 보편화, 가족의 건강한 육아관 확립, 경력보유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사회적 문제 예방 및 해소를 비전으로 두고 운영 하고 있다.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퍼포먼스 마케팅]
- 퍼포먼스 (DA/ SA) 마케팅 기획 및 운영
- 캠페인 주요 지표 성과 분석을 통한 운영 최적화
- 그로잉맘의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광고 집행 (페이스북, 구글 등)
[제휴 마케팅]
- 제휴업체/인플루언서 신규 모집 및 관리, 프로모션 협업 및 운영
- 제휴 상품기획 및 홍보

•

•

 직원혜택/복지제도

개인 및 가족 무료 기질분석 제공
유연근무제 (재택 또는 사무실 출근 자율 선택)
개인 도서 또는 교육 훈련비 연간 30만원 지급
추석, 설, 구성원/배우자 생일 기념 선물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미만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7층 G706호

 주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매출액(21년) : 448백만원

 종업원 수 : 20명

 주요생산품 : 패밀리 멘탈헬스케어 서비스 

                      - 비대면육아상담 및 분석

 홈페이지 주소 : www.growing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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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인코퍼레이션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Publishing
글로벌 유저 대상 SNS마케팅 서포

트 직무
1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탈중앙 게임을 위한 전용 블록체인과 플랫폼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메타버스 네트워크

커뮤니티 주도의 서버리스 게임 기술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블록체인 엔진 립플래닛(Libplanet)

립플래닛 기반으로 제작한 오픈소스 서버리스 MMO게임 나인크로니클(Nine Chronicles)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사업참여를 통하여 청년인턴 2명 중 1명 정규직 전환 경험 있음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코어타임(14:00~17:00) 준수 자율출근제, 전 직군 재택근무 가능

연간 48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 사내 동호회 활동시 지원금 지급

단체상해 보험 및 연1회 63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짝수년도는 동반 1인 추가)

생일과 추가기념일, 설과 추석 선물 증정

입사시 전 직군 500만원 상당의 장비 예산 편성

신입직원 급여수준 : 3,000만원 이상 ~ 3,600만원 이하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3, 1601호

 주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비공개

 종업원 수 : 40명

 주요생산품 : 온라인 게임, 서버리스 게임 기술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주소 : planetariumh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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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딜리버리랩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기획팀 경영기획 2명 A

브랜드 기획팀 브랜드 디자이너 2명 B

영업팀 콘텐츠 마케터, 영업매니저 4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8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오더히어로’는 식당과 유통업체간 중개 이후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선진화된 유통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통합관리 솔루션(유통사 매칭, 월간 레포트, 재고관리, 소모품 맞춤제작, 브랜딩, 

물류대행 등)을 비대면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더히어로 서비스는 유통사 상품 비교, 주문, 결제까지 하나의 앱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성사되는 All-in-One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실무 능력, 자기개발 의지의 평가기준으로 향후 정규직 채용 계획•

 직원혜택/복지제도

점심시간 12:00~13:30

생일반차 지원

사무실 간식 지원, 도서비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만원 미만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9길 21 이레타워 2층

 주업종 : 정보통신업

 매출액(21년) : 476백만원

 종업원 수 : 45명

 주요생산품 : 외식업자 식자재 플랫폼 ‘오더히어로’

 홈페이지 주소 : http://orderhe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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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드테이블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사업팀
음식점 기초 DB수집/ 레드테이블 

시스템을 활용한 DB가공
7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7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데이터 구축 : 빅데이터 수집/가공/분석(스마트음식관광 빅데이터 센터)

디지털 전환 : 스마트 음식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외 홍보/마케팅

음식관광 플랫폼 : 국내외 여행객과 OTA에 지역의 음식점을 예약, 주문, 

                           결제할 수 있도록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회 제공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전원 정규직 전환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09:00 ~ 10:00 선택출근제

사대보험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만원 미만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9층 904호

 주업종 : 소프트웨어개발

 매출액(21년) : 1,846백만원

 종업원 수 : 47명

 주요생산품 : 스마트 오더, 모바일앱 및 관련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http://company.redtable.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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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식회사 룰루랩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지원팀 총무, 재무 2명 A

홍보, 디자인팀
홍보 및 영상콘텐츠기획, 

미디어운영, UX/UI디자이너
3명 B

(글로벌)마케팅실 온/오프라인 마케팅 3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8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80만개 피부데이터 기반 AI 피부분석 솔루션 제공사

2017년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그램 C-lab에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

현재 국내외 뷰티 브랜드사/유통사에 AI(인공지능) 피부분석 기술 및 맞춤형 제품 추천 

솔루션(SW/HW)을 공급. 피부데이터 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022년 신규 사업모델 수립 

전 직군 평가 후 정규직 채용계획 있음
•
•

 직원혜택/복지제도

유연출근제 도입(오전 8시~10시 출근, 오후 5시~7시 퇴근)

룰루 패밀리데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일6시간근무)

업무 관련 도서, 교육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3,000만원 이상~3,300만원 미만

•
•
•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18, SB타워 13층

 주업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약 5,100백만원

 종업원 수 : 42명

 주요생산품 : 루미니(피부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홈페이지 주소 : lulu-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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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모비데이즈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마케팅사업본부
빅미디어 파트너쉽, 

기획(광고전략), 리서치 등
7명 B

마케팅사업본부 퍼포먼스마케터, 세일즈 등 7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4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국내 No.1 모바일 마케팅 컴퍼니로 국내외 광고주와 주요 모바일 매체를 연결, 중개하고 

최적의 퍼포먼스 마케팅을 제공 (국내외 주요 광고매체의 최상위 파트너사)

2021년 연간 취급고 2,000억 달성, 코스닥 상장을 앞둔 예비 유니콘 기업

모바일 시장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미디어 및 교육 아카데미 강좌 운영

국내 최대 규모의 애드테크 컨퍼런스인 맥스서밋 개최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업계·회사 지식 및 비즈니스 매너를 갖추는 공통교육(1주) → 온·오프라인 교육 및 과제, 

피드백이 포함된 직무별 실무교육 (1~2주) →  정규직에 준하는 실무 인턴십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역량,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전원 정규직 전환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9시~10시 탄력근무제, 부서별 재택근무, 자유로운 반차/반반차, 셀프연봉제도(6개월)

이름+님 호칭, 자율복장, 명절이브행사, 플레이샵, 룩백리포트, 개인별 캐릭터명함&서명 등

사내 라운지, 스낵바, 수면실, 대강당, 스튜디오, 도서지원, 건강검진 등

신입직원 급여수준 : 비공개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8길 15 2,3층 모비데이즈

 주업종 : 광고대행

 매출액(21년) : 13,600백만원

 종업원 수 : 155명

 주요생산품 : 광고대행, 모바일 앱 및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bida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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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주얼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팀 경영일반 3명 A

홍보, 디자인팀 홍보,디자인 3명 B

마케팅팀 마케팅 4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0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2017년 2월 창업한 국내 최초 주얼리 커머스 플랫폼

2018년 DB 스타즈 (현 Data Stars) 대상을 수상, 기술력을 인정 받았음

2019년 IMM 인베스트먼트, F&F, 코오롱 등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 유치

2020년 8월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2021년 12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2021년 소프트뱅크벤처스, IMM인베스트먼트, 두나무앤파트너스등에서 시리즈B 투자유치

•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청년 구직자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에서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직무 분야에서의 교육이 우수하게 진행 된 인턴은 정규직 채용 계획 있음 

•
•

 직원혜택/복지제도

자사몰, 플랫폼 매월 쇼핑지원금 십만원 지원

자유로운 연차/반차 사용, 유연근무제

직무관련 도서구매 & 세미나 강의 지원, 최신사양의 PC 등 업무장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소득세감면 혜택 지원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15층

 주업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약 3,000백만원

 종업원 수 : 76명

 주요생산품 : 주얼리 이커머스 플랫폼'아몬즈'外

 홈페이지 주소 : http://company.bejew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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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즈니스캔버스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글로벌 사업전략 리서치 및 사업전략수립 2명 D

글로벌 마케팅 마케팅, 광고, 데이터분석 1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3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정보가 문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미션을 가진, 

문서 기반 지식관리 SaaS인 Typed(타입드)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2020년 7월 창업 직후,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소풍벤처스, 신한캐피탈 국내 최고의 

초기 투자사들로부터 빠르게 투자 유치. 2021년 미래에셋벤처투자, 카카오벤처스, 

넥스트랜스, 제노인베스트먼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등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추가 투자 유치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3개월 인턴십 진행 후 평가 진행.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직원혜택/복지제도

유연한 근무 환경 : 오전 리모트 근무 가능, 야근 및 주말 근무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아낌 없는 성장 지원 : 컨퍼런스 및 세미나 지원, 도서 구입비 무제한 지원

옹골찬 복지 제도 : 부서 회식비 지원, 사내 동아리 운영, 생일 해당 월 반차 제공, 

가족 생일 선물 제공, 건강검진비 지원,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원, 채용보상금 지급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만원 미만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39, 그라운드층 1호

 주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매출액(20년) : 4백만원

 종업원 수 : 27명

 주요생산품 : Typed

 홈페이지 주소 : http://type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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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빅웨이브로보틱스(주)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마케팅팀  UI/UX 디자인 1명 B

경영지원팀 재무관리 1명 D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로봇 자동화 온라인 플랫폼 ‘마로솔’을 개발하고 운영

출시 1년만에 로봇업계 내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2021년 11월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KB인베스트먼트에서 15억원 규모의 Pre-series 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로봇 패키지 솔루션에 대한 로봇전용 금융서비스 출시 완료. 

향후 중고로봇 시장 형성에 핵심이 될 RaaS(Robot-as-a-Service) 서비스 개발 예정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직무 평가 후 정규직 채용 가능 •

 직원혜택/복지제도

스톡옵션 지급, 활발한 재택근무 (주 2회), 리프레시 휴가 5일 별도 지급

점심 식대 하루 1만원 지원(출근시), 구정, 추석 선물, 생일 선물 지급(10만원 상당)

아메리카노와 시리얼, 우유 무제한제공(공유오피스 내), 직원 간식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 2,7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하이브로빌딩 7층

 주업종 : 정보통신업

 매출액(21년) : 882백만원

 종업원 수 : 11명

 주요생산품 :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

 홈페이지 주소 : myrobotsolu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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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식회사 스쿨버스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기획팀 스쿨버스 모빌리티 사업 3명 A

디자인팀 UI/UX, 광고 기획 디자인 3명 B

마케팅팀 소셜마케팅,아웃바운드 영업 3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9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어린이 통학 차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접 통학 차량을 구매, 운전자를 채용하고 

IT 서비스까지 일괄 제공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서비스 표준을 만들어가는 기업 

전년대비 50%이상의 사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모빌리티 사업에서 플랫폼 사업까지 확장중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사업확장에 있어 각 업무별 세분화와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

인턴 종료 시점에 협의하여 정규직 채용(전환)계획이 있음 

•
•

 직원혜택/복지제도

자격증 취득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각종 경조사 지원

인센티브제, 각종 상여금, 점심시간 연장제도

신입직원 급여수준: 2,400만원 이상~3,300만원 미만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21, 

               서울창업허브 본관 531

 주업종 : SW개발공급

 매출액(21년) : 약 712백만원

 종업원 수 : 33명

 주요생산품 : 어린이통학차량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www.safeschoolb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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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스타스테크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화장품 사업부
브랜드 그래픽 제작,디자인

마케팅 제안서 제작
1명 B

기술영업부
해외 시장 조사

해외 마케팅 및 영업지원
3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자’라는 모토로 2017년 11월 설립된 화학제조 기업

세계최초로 해양폐기물인 불가사리 추출성분을 이용해 놀라운 융빙 성능을 갖춘 

친환경제설제 ‘ECO-ST’을 개발 / 전 세계로 납품

독자적인 기술력과 ‘ECO-ST’의 혁신성을 인정 

20/21 겨울시즌 국내 친환경 제설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사업참여를 통하여 청년인턴 4명 중 1명 정규직 전환 경험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전원 정규직 전환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근무시간 : 09:00 ~ 18:00

복지포인트제도(입사 6개월 이후 해당자)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만원 미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가능(입사 6개월 이후 해당자)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12층 1203호

 주업종 : 제조업

 매출액(21년) : 10,522백만원

 종업원 수 : 24명

 주요생산품 : 불가사리 유래 다공성 구조체를 활용한 고상제설제

 홈페이지 주소 : www.stars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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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튜디오씨드코리아(주)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Operation Team 기획,인사,노무,총무,관리 등 2명 D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코딩 없이 프로토타이핑을 쉽게 도와주는 툴 ProtoPie 개발

IT강국이지만 세계시장의 1% 수준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실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의 경험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훈련 계획•

 직원혜택/복지제도

유연근무제(유연한 출퇴근 시간 및 재택근무 가능)

다양한 국적의 글로벌 팀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경험

사무실 출근 시 점심식대 지원

신입직원 급여수준 : 정보없음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17 1312

 주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매출액(21년) : 3,772백만원

 종업원 수 : 53명

 주요생산품 : 프로토파이(ProtoPie)

 홈페이지 주소 : www.protopi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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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트라티오코리아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지원팀 홍보, 미디어운영, 디자인 2명 B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CAMER AI 서비스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 STNF(Stratio Technology Nanofabrication Facility)

적외선 이미지센서 및 이를 이용한 근적외선 카메라 BeyonSense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십 프로그램 통해 차후 업무 능력 향상이 기대될 경우 정규직 채용할 용의가 있음

자체 판매 플랫폼 운영 및 웹사이트 구축, SNS 채널 기반 홍보활동. 콘텐츠 제작 등 

•
•

 직원혜택/복지제도

전일제(08:30 ~ 17:30) - 점심시간 포함

노트북, 모니터, 기타 사무용품 등 제공, 월 1회 휴가 부여

신입직원 급여수준 2,7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6, 2층(서초동, 원영빌딩)

 주업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200백만원 

 종업원 수 : 21명

 주요생산품 : 정보 통신, 능동형컴퓨팅, 인공지능

 홈페이지 주소 : stratiotechnol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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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도바주식회사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지원 인사 회계 총무 1명 A

콘텐츠&커머스팀 홍보,광고, 디자인 3명 B

IP 비즈니스팀 마케팅 영업 3명 C

해외영업팀 해외영업 마케팅 2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9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중국전문 MCN, (중국향)플랫폼 채널 매니지먼트

크리에이터 교육(콘텐츠,라이브), 중국향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

브랜디드콘텐츠,PPL,굿즈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등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내부 기준(전환평가제도 보유) 통과 시 정규직 채용 기회 전원 부여•

 직원혜택/복지제도

점심식대 및 야근 식대 지원, 교육 및 도서비 지원(직무 또는 회사업무 관련)

종합 건강검진 지원(하나로재단), 연차, 경조, 출산 휴가

사내문화행사 운영,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

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 만원 미만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 5층(지훈빌딩)

 주업종 : 정보통신업

 매출액(21년) : 566백만원

 종업원 수 : 33명

 주요생산품 : 중국향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운영,

                      마케팅,교육사업

 홈페이지 주소 : www.ado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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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식회사 엘핀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사업부 서비스 운영/기획 1명 A

사업부 마케팅 디자이너 1명 B

사업부 기술/솔루션 영업 1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3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위치기반의 인증 기술을 시작으로 금융과 핀테크의 기술융합, 생체인증을 결합한 

복합 보안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6년차 스타트업

기술의 적용분야에 한계를 두지 않고, 금융과 교통· 복지·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앞으로 위치인증뿐만 아니라 안면인증, 생체인증, 공간인증, 이미지인증 등 다양한 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직무별 특화된 교육훈련을 거친 우수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전원 정규직 전환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업무관련 도서/교육 지원, 외부전문가 초빙 세미나 · 사내 직무세미나 운영, 제휴기관 직무교육 참여

경영성과급/수당 지급, 분기/반기별 경영성과 공유, 우리사주제도 운영, 스톡옵션 부여, 

영어 닉네님 사용, 자율좌석제 도입, 타운홀 미팅 운영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4, 6층 613호

 주업종 :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서비스

 매출액(21년) : 441백만원

 종업원 수 : 19명

 주요생산품 :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핀테크

 홈페이지 주소 : www.lf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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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여심서울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글로벌 전략기획팀
신사업기획 및 진행업무 보조, 

자료수집 및 정리
2명 A

마케팅 팀(국내)
마케팅 진행업무 보조, 

기업관리 업무보조
1명 C

마케팅 팀(국외) 
마케팅 진행업무 보조, 

기업관리 업무보조
1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국내기업과 베트남 소비자를 위한 ‘ONE-STOP 수출 솔루션’

‘베트남 한국형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

‘21년까지 베트남 진출기업 600개사, 2,000여 개 제품을 베트남 현지 

온·오프라인매장에 입점시켜 판매하고 있음 

(마케팅) CJ ENM, SM ENT, VTVcab등과 함께 한류 콘텐츠 제작 (겟잇뷰티인베트남 등)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여심서울의 회사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인원에 대해 100% 정규직 전환이력 보유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전원 정규직 전환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식대 지급(월 10만 원)

부서별 활동비 자유 사용(도서구매 등)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만원 이상 ~ 2,700만원 미만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국제유통센터 C동 305호

 주업종 : 전자상거래/수출

 매출액(21년) : 2,200백만원

 종업원 수 : 15명

 주요생산품 : 베트남 진출 원스톱솔루션, 

                      베트남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eosimvtvc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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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오픈놀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지원사업부 총무 지원 및 사무보조 4명 A

청년지원사업부 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 3명 B

미니인턴사업부 개발 및 콘텐츠 마케팅 3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0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2주동안 인재에게는 입체적이고 차별화된 취업/창업 교육 기회를, 기업에게는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과 취업준비생간의 인재매칭을 목적으로 

하는 ‘미니인턴’서비스를 제공함.

다양한 오프라인 환경에서 청년창업기업을 보육하며 지역사회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사업참여를 통하여 청년인턴 6명 중 2명 정규직 전환 경험

인턴 종료 후 담당자 평가 및 면접을 통해 정규직 전환예정

•
•

 직원혜택/복지제도

자기계발/ 문화생활 / 체력단력비지원, 사내도서관 운영

휴식공간 및 카페테리아 보유

교육,연수: 직무능력 향상교육, 리더쉽 강화교육

신입직원 급여수준: 2,7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메세나폴리스 204호

 주업종 : 소프트웨어자문

 매출액(21년) : 약 11,293 백만원

 종업원 수 : 87명

 주요생산품 : 정보통신-지능형 데이터 분석

 홈페이지 주소 : openknow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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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와이즐리컴퍼니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경영팀 프로덕트매니저, 인사 2명 A

홍보, 디자인팀 BX디자인 1명 B

마케팅팀 그로스 마케팅 1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2017년 면도용품 브랜드 ‘와이즐리’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킨케어, 두피케어, 건강기능식품까지 

총 4개의 브랜드를 운영 중이고, 곧 더 많은 카테고리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면도기 

정기구독 서비스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생활용품 

시장 전반의 불합리함을 혁신하려고 합니다.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제품 리서치 및 기획 서포트, 인사 전반 서포트, 온/오프라인 컨텐츠 디자인, 

CRM마케팅 서포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 운용 예정

모든 포지션 정규직 전환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무제한 휴가, 자율 출퇴근 제도 및 재택근무

전직원 스톡옵션 제공, 종합 건강검진 지원, 무제한 간식 및 음료 지원, 경조사 지원

최신 사양의 업무 기기와 소프트웨어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직군별 상이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20, 5층

 주업종 : 제조업/도소매업

 매출액(21년) : 약 10,899백만원

 종업원 수 : 57명

 주요생산품 : 생활 소비재

 홈페이지 주소 : www.wisely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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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식회사 왓섭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사업전략팀
정부 사업 기획 및 사업, 대기업 

협업 사업, 정부 R&D과제 관리
1명 A

디자인팀
UI/UX 디자인 및 

UI/UX 검증을 위한 QA
1명 B

마케팅팀
마케팅 매체 관리 및 

운영 디지털 마케팅 집행
2명 B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4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국내 유일한 구독 플랫폼 왓섭은 귀찮고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

구독을 넘어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모든 고정 지출을 휴대폰으로 관리, 세상 사람들의 소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2020년 2월에 설립된 왓섭은 매월 42%씩 성장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 계약 종료 2주전 정규직 전환 평가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계약할 때, 급여와 스톡옵션, 근무 조건 등을 협의합니다.
•
•

 직원혜택/복지제도

매월 ‘왓섭 지성인들의 모임’을 통해 도서 구입비 지원

원하는 노트북과 듀얼 모니터 선택 가능

신입직원 급여수준 : 협의 후 결정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S빌리지 5층(광화문우체국빌딩)

 주업종 : 정보통신업

 매출액(21년) : 29백만원

 종업원 수 : 13명

 주요생산품 : 핀테크

 홈페이지 주소 : http://whatssu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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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작당모의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기획팀
유저VOC,컨텐츠 및 데이터 관리/ 

웹 테스트 QA
1명 A

디자인팀
잼페이스 서비스운영, 

공식 인스타 콘텐츠 디자인 등
1명 B

마케팅팀 디지털 마케팅 2명 C

글로벌 사업팀
글로벌 모바일 앱 서비스 전반적인 

운영 관리 업무
1명 E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5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국내 최초 뷰티 동영상 큐레이션 모바일 앱
2019년 6월 서비스 론칭 후 2022년 2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210만 이상 기록
2021년 4월 베트남 앱 런칭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로의 성장을 목표로 준비
AI 얼굴 매칭으로, 닮은 유튜버를 찾고 어울리는 메이크업 영상을 추천하는 [페이스매칭]
AR 가상메이크업을 기반으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하는 [퍼컬매칭]
뷰티 유튜버 영상에서 원하는 구간만 선택해 시청이 가능한 [타임점프]

•
•
•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인턴 기간 동안 직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작업 능력 습득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2021년 인턴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은 후 정규직 전환 사례 있음(마케팅팀, 기획팀)

•
•

 직원혜택/복지제도

09:00~11:00 선택적 자율출근제
업무관련 도서 및 강의 지원 / 생일자 반차
마지막 주 금요일 오픈오피스 제도 운영(원격근무)
신입직원 급여수준 : 2,7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17, 1407호

 주업종 : 정보서비스업

 매출액(21년) : 0원

 종업원 수 : 27명

 주요생산품 : 뷰티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주소 : http://www.zamfa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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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젠틀에너지 주식회사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솔루션팀 웹 솔루션, UI/UX 디자인 2명 B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자가발전 스마트센서 기반의 스마트팩토리솔루션 제공

노후화된 공장의 비효율성 개선 및 생산성 최적화

22년 Series A 진입 예정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제품 인터페이스, 메뉴 기획, 고객 맞춤형 UX 설계, UX/UI 분석 및 디자인, 

UX wireframe 작성 등

22년 청년인턴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검토예정(계약종료 2주전) 

•

•

 직원혜택/복지제도

시차출퇴근제 운영 (오전 7시~오전 11시 출근 및 8시간 근무)

창립일 휴가, 생일 공가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간식 제공(과자, 음료, 커피 등), 입사 3개월 후 회사적응비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 협의 후 결정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27, 3층(디엠아이빌딩)

 주업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20백만원

 종업원 수 : 43명

 주요생산품 : 팩토로이드 2.0 웹 솔루션

 홈페이지 주소 : www.gentleenergy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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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차봇 모빌리티 주식회사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비즈니스 유닛 

(사업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 수익 시뮬레이션, 

조직 운영 관리 및 평가
1명 A

프로덕트 유닛 프로덕트 콘텐츠 기획 및 작성 3명 B

마컴 유닛(마케팅셀)
플래닝 및 매체 집행, 

앱 서비스 컨셉 및 기획안 도출
3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7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차봇 모빌리티는 “운전자가 스스로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자”는 

미션을 가지고 운전자와 자동차의 첫 만남부터 이별까지 모든 여정을 돕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차량관리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 앱<차봇>, 신차 딜러를 위한 

고객 관리 앱<차봇 프라임>, 중고차 딜러 보험설계사를 위한 고객 관리 앱 <차봇VIP>, 

기업용 언택트 비즈니스 솔루션 <차봇 키오스크> 등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현재 정규직 전환율 100%로 전 직원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며, 합이 잘 맞는 인턴일 경우 

종료 후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

 직원혜택/복지제도

장기근속 포상 1년, 3년, 6년 및 차량구매지원금(재직 1년 이상)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 생일자 상품권 및 웰컴키트 지급, 야간식대/ 교통비 지원

자기계발 지원금, 명절 상여, 스낵바, 경조사 휴가, 지원금, 복지 포인트몰

신입직원 급여수준 : 2,7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KD타워 801호

 주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10,300백만원

 종업원 수 : 81명

 주요생산품 : 자동차 컨텐츠 및 서비스 개발

 홈페이지 주소 : company.chabo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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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크리에이티브이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콘텐츠기획 콘텐츠 구성 및 기획 1명 B

콘텐츠홍보 홍보, 미디어 운영 1명 B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2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방송 프로그램용 영상 콘텐츠 제작

새로운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재미를 추진하는 위트있는 회사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21년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1명 근무 중

22년 청년인턴 인턴경험 후 정규직 전환 계획

•
•

 직원혜택/복지제도

유연 근무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기계발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각종 경조사 지원, 우수사원 포상

수평적 조직문화(자유복장제, 호칭서열파괴, 리프레쉬 휴가)

신입직원 급여수준 2,400만원 이상 ~ 2,700만원 미만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5 

               마커스빌딩 10층 1001호

 주업종 : 동영상 콘텐츠 제작

 매출액(21년) : 900백만원

 종업원 수 : 9명

 주요생산품 : 동영상 콘텐츠(방송)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re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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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탱커 주식회사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운영팀 (마케팅) 홍보 기획, 홍보물 디자인, 제작 2명 B

운영팀 (마케팅) 마케팅 기획, 제작, 집행, 결과분석 3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5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탱커는 프롭테크에 기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자동화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데이터 통합 솔루션 ‘Blitz’, 부동산 문서 

자동화 서비스 ‘Doczip’, 부동산 급매물/갭매물 검색 플랫폼 ‘집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채널별 마케팅 기획, 제작, 집행, 분석 등 전반적인 마케팅 업무

근무성과 평가 및 피드백 후 채용여부 결정 (정규직 전환 포함)

•
•

 직원혜택/복지제도

09:00~10:00 선택 자율출근제, 정시퇴근 보장

수평적 조직문화, 자율복장

경조휴가 및 경조사 지원, 2시간 단위의 시간제 연차제도

위워크 공용인프라 이용 가능 : 카페테리아, 휴식공간, 무료 원두커피 및 차 제공

신입직원 급여수준 : 2,400~2,700만원 미만

•
•
•
•
•

 소재지 :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17층(위워크여의도, 서울핀테크랩)

 주업종 :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747백만원

 종업원 수 : 31명

 주요생산품 : 인공지능(AI) 솔루션

 홈페이지 주소 : tanke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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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식회사 튜닙

 회사정보

부서명 직무수행분야 모집인원 직무교육유형

M(Management)팀 인사, 노무, 총무, 재무, 관리 등 2명 A

C(Creative)팀
광고 및 홍보 전략, 미디어 운영, 

UI/UX 디자인, 서비스기획
4명 B

B(Business)팀
디지털 마케팅, 

광고 마케팅 분석 업무 
4명 C

 청년인턴 신청 인원 전체 인원 10명

 회사소개 및 주요사업

2021년 3월, 인공지능 기술 선도 기업인 카카오브레인의 자연어처리팀장과 팀원 5인이 

공동 설립한 기술 스타트업

2021년 11월 펄어비스, DSC, 네이버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잠재력을 인정받음

튜닙의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언어 모델 학습 및 활용 기술들을 다수 보유

•

•
•

 청년인턴 운용 및 채용계획

자사는 신입, 경력 구분 없이 모두 처음에 3~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협의를 시작

인턴십 참여 태도 및 성과에 따라 청년인턴 전원 정규직 전환 가능 
•
•

 직원혜택/복지제도

시차출퇴근 및 자율출근제, 출퇴근교통보조금 지원(오프라인 출근 근무 시 일 1만원 지급)

자기개발 맞춤형 지원(도서, 강의, 학회, 영어회화 강의 등 지원)

명절지원금 지원, 각종 경조사비 지원, 재택근무 가능

신입직원 급여수준 : 약 2,400만원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8층(서초동, The Asset)

 주업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매출액(21년) : 103백만원

 종업원 수 : (21년 말) 39명

 주요생산품 : 인공지능 및 다종 페르소나 챗봇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www.tuni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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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한국능률협회

 회사정보

 교육기관 소개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기관(1962년 ~ 현재, 약 60년)

12개 분야, 300여개 교육 프로그램 보유 중 / 연간 5,000여명의 교육생 배출

2021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청년고용촉진부문 대통령 표창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 훈련기관(2019.10.~2022.9.)

•
•
•
•

 청년인턴 직무캠프 운영 계획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모집/선발 지원

기업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개발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대면 및 비대면 교육 운영

기업-참여자 매칭데이 운영 및 직무 현직자와의 멘토링 지원 

1:1 상담을 통한 참여자 진로 설계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청년인턴 활동 지원 및 보수교육 진행

•
•
•
•
•
•

 주요 교육프로그램

직무교육(경영기획/재무,회계/물류,유통/구매,법무/R&D 등)

전략/기획(문서작성/미디어소통/대인관계전략 등)

비즈니스 스킬(스마트워크/프로젝트관리/OA 등)

HRD/조직개발(HRD/조직개발/역량평가,개발 등)

•
•
•
•

 소재지 :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8~10층

 주업종 : 약 5,000여명

 매출액(21년) : 51,118백만원

 종업원 수 : 218명(14명)

 주요생산품 : 직무, 비즈니스 스킬, HRD/조직개발 등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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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케

 회사정보

 교육기관 소개

2021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직무유형B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 K move 운영기관

디자인+IT, 홍보, 광고, 마케팅 분야 전문 취창업 교육훈련기관 

‘Learning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Blended Learning 제공

•
•
•
•

 청년인턴 직무캠프 운영 계획

2021년 사업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UPGRADE CLASS 제공

온라인 先학습, 오프라인 後강의 Blended Learning 실시

자기분석보고서, 적성검사 통한 진로파악으로 직무캠프 전·후 레벨업 지수 체크

자기분석 및 기업매칭 지원을 위한 전문가 ‘job코디’ 운영

기업매칭day 확대 + Web Portfolio 구축 → 참여청년&기업간 상호작용 증진

정규 인턴매칭과 더불어 수시 매칭을 도입하여 훈련기간 중 우수청년에게 선매칭 제공

•
•
•
•
•
•

 주요 교육프로그램

디자인툴 마스터 실무과정 (Adobe Creative Cloud + UI/UX)

뉴미디어활용 제이크리에이터 창직과정 (직업탐방+job인터뷰+컨텐츠 제작/upload)

스마트웹디자인&IT개발 융합과정 (디자인과 IT융합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청년해외취업지원 (e 커머스+디지털디자인+비즈니스 영어/일본어)

•
•
•
•

 소재지 : 서울시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3길 38, 3F

 주업종 : 약 200명

 매출액(21년) : 780백만원

 종업원 수 : 8명(127명)

 주요생산품 : 스마트(UI/UX)디자인&IT융합과정

 홈페이지 주소 : www.big tre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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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원컴퍼니

 회사정보

 교육기관 소개

빠르게 변화하는 실무분야의 지식을 전문적으로 기획·제공하는 직무 전문교육 기관

오프라인(파트타임, 풀타임), 온라인(올인원, 인증), 기업교육 등 다양한 형태 교육 제공

2021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직무유형 C, G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K-Digital Training, K-Digital 기초역량훈련(Credit) 교육운영 기관

•
•
•
•

 청년인턴 직무캠프 운영 계획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로 실무지식 실습 교육을 바탕으로 현업 실무 프로젝트 교육 수행

온라인 + 오프라인(라이브 스트리밍) + 프로젝트 구성으로 직무교육 진행

직무교육 단계별 미니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과정 이해도 향상

직무 수요에 따른 트랙별 교육으로 진행하는 커리큘럼 구성

교육과정 종료 후 최종 프로젝트를 통해 종합적 디지털 마케팅 역량 향상 및 검증

교육 종료 후 수료생 대상 취업 지원을 위한 전체 온라인 교육 구독 서비스 제공

•
•
•
•
•
•

 주요 교육프로그램

테크 스킬(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어스, AI 등) 교육 제공

디자인 스킬 (UX/UI, 영상, 모션, VFX 등), 실무 스킬 (마케팅, 파이낸스 등) 교육 제공

패스트캠퍼스 IT 직무 취업 연계 장기교육 ‘메가바이트 스쿨’ 운영

기업 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B2B 구독 서비스 제공

•
•
•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센터필드 WEST 6,7F

 주업종 : 약 12만명

 매출액(21년) : 995억원

 종업원 수 : 약 500명(150명)

 주요생산품 :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등

 홈페이지 주소 : www.fastcamp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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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멀티캠퍼스

 회사정보

 교육기관 소개

창립 22년, 코스닥 상장, 국내 3천여 기업체 임직원이 이용하는 교육기관

이러닝, 집합교육, 지식서비스, 외국어 평가 등 기업교육 토탈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평가 이러닝 우수기관 5년인증, 집체교육 우수기관 5년인증 취득

고용노동부 K-Digital Training, 삼성전자 SSAFY 교육운영 기관

•
•
•
•

 청년인턴 직무캠프 운영 계획

이러닝 사전학습 + (대면)집체교육 + (비대면)화상 특강 및 피드백 제공

인턴,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공통/직무/글로벌 역량 수준에 맞춘 균형잡힌 커리큘럼

전문강사를 활용한 대면 교육 및 유명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이러닝 코스웨어 과정 제공   

채용율 향상을 위한 추가 기업풀 확보 및 취업 매칭 지원

•
•
•
•

 주요 교육프로그램

리더십/직무/외국어/자격증 등 이러닝 코스웨어 8,000여 과정 정규개설 운영

빅데이터, 등 집체교육 300여 과정 정규개설 운영

SERICEO, SERIPro 등 고품질 지식콘텐츠 구독형 서비스 운영

외국어 말하기평가 OPIc 및 Data Scientist 인증 자격평가 ProDS 운영

취업연계 중장기 IT교육 프로그램 10여 과정 운영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주업종 : 약 50만명

 매출액(21년) : 3,080억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종업원 수 : 약 860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주요생산품 : 이러닝, 집합교육, 구독형 지식콘텐츠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www.multicampus.com 





 Plus 

’21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기 
참여자 후기





경영일반

 Plus

 ’21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기 
참여자 후기



106 ’21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기 참여자 후기

1. 경영일반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인턴으로 근무할 때에는 회사에서 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팀에 속하게 되어 사업기획, 영업지
원, 데이터 분석 등을 배웠고 이를 성과지표로 작성하며 보고서 작성을 경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배우고 있어 더 후의 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직장 내 프로세스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담당자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조언을 해주셔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데에 다시 한 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참여하며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선 갖지 못했던 실무자의 이야기
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분들께 강의를 비롯해 회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나
름대로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취업 기회가 간절했던 취업준비생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1. 경영일반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3개월 여 간의 이론 교육을 끝내고 회사에 투입되어 첫 출근을 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인턴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늦여름부터 초 겨울까지 길다면 긴 기간이였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회사에서의 실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업무적 고충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며 내가 진정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숱한 고민도 들었지만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고 저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려 노력했고, 그만큼의 시간도 많이 
투자하며 후회없는 인턴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로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준비생의 신분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청년인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된다면 참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수와 실무 체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회사에 필요한 
인재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울 수 있고 그 길에 더욱 빠르게 다가설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인턴 실무 과정을 거치며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제 삶의 자산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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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일반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작은 호기심으로 관심을 둔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일로 경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던 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덕분이었습니다.

3개월의 교육 기간을 통해 실무와 태도에 대해 배우고
3개월의 인턴 생활 중에는 배운 걸 적용하며,
이후 전문가로 성장하는 제 모습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1기 참여자들 모두가 선례가 되어 2기, 3기까지 사업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더 많은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본인의 꿈을 이루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영일반김 O O

인턴기간 2021. 9. 10 ~ 12. 9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과 근로자 수를 갖춘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 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채용이 많아지는 지금은 해당 업무에 해당 경력, 경험이 있는 인력이 채용되기 
쉽다. 갓 청년인 된 사람들에게 취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고, 기회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약 1,2년 정도 사회 초년생을 한번 겪고 더 나은 직장 경험을 가지고자 이직을 위해 
다른 직무 혹은 다른사업을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인턴 이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회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수 많은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제공하는 큰 안전망인 
것처럼 느껴진다. 

처음 교육을 받을 때, 취업에 대한 열망으로 탐색하거나 긴장하거나 하는 감정이 있었다면 현재는 
함께 OO 주식회사에 다니는 인턴들이 나의 동기고, 나의 친구다. 
좋은 기회를 준 서울시와 기업에 감사드린다. 

이번 인턴쉽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 남은 인턴 기간도 더욱 열심히 
매진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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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일반서 O O

인턴기간 2021. 9. 10. ~ 12. 10.

채용팀에서도 세부 팀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채용 관련한 업무는 하지 않고 더 
설득력있는 채용 공고를 통해 능력있고 매력있는 지원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기획, 홍보, 
마케팅 등 여러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12월에 있을 중요한 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하시는 팀원분을 주로 어시스트하면서, 업무를 
직접 만들어 기획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요청하며 구체적으로 
큰 행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그 행사 뿐만이 아니라,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을 지원해주시고 그 가치를 가다듬고 
배우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임밸류도 좋은 회사기는 하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좋은 상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지원하는 팀원, 수평적
인 문화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OO의 문화가 욕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팀마다 다른 문화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협력적이고 친절한 분위기이며 특히 제가 속해 있던 팀이 
인턴이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로 배려해주고 지원해준 최고의 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환경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기회, 포부와 열정이 좌우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를 알고 지원해주는 회사에 많은 인턴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영일반이 O O

인턴기간 2021. 9. 10. ~ 12. 1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마감하며, 지원동기, 교육소감, 인턴실무소감 총 3개의 단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내 취업지원포털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였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실무교육부터 직접적인 기회까지 주어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교육 진행 시, 끊임없이 검토하고 진행해주셨던 교육기관과 서울시의 노력 덕분에 
기본적인 교육부터 실무에 직접 적용가능한 교육까지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턴 실무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대기업에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해주신 덕에 정말 만족하며 거의 첫 사회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바뀔지라도, 이러한 취지를 가진 청년대상 사업은 2기, 3기 그 이상으로 쭉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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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일반이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저에게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2년 
가까이의 사회생활 경험이 있었기에 교육부터 인턴 근무까지 이어지는 본 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자만했지만, 경영일반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턴 근무가 이루어지는 동안 스스로 
부족한 점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진행 중 직무교육을 
주관한 교육기관과, 서울시 전담 매니저님의 밀착 관리가 이루어져 낙오 없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OO의 경우, 앞으로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의 업무 위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 결과 3개월 간 제가 관심 있었던 조직문화 및 업무효율 개선, 
회계/총무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제가 이번 
직무캠프 참여를 통해 보고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더 많은 사업 참여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경영일반조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3개월이란 짧은 인턴 생활동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지나 회사에서 더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 생활은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임직원분들도 잘 챙겨 주셨습니다. 일적인 부분과 보고방식 등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1기에서 끝나는게 아닌 저와 같은 사람들이 회사에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무캠프가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분명한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저는 주어지는 것들을 OO의 
일원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울시에 누가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 포지션이 없어서 일단 계약직 포지션을 열어주겠다는 next step에 대한 내용을 한 달 만에 
얻게 됐고 지금도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서울시에 담당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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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일반진 O O

인턴기간 2021. 9. 10 ~ 12. 9

이번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처음 신청할 때는 교육이 아닌 인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었
습니다. 3개월 인턴으로 경험을 쌓는다는 것 말고는 별생각이 없었기에, 교육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지 몰라 막상 커리큘럼을 받고는 조금 당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해
주시는 강사님, 진행해주시는 교육기관, 정말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을 보며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처음부터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교육도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별개로 열심히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분들을 보며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해, 비즈니스 교육부터 인사, 노무, 재무제표 교육까지 전반적으로 다 알찼고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시작을 내용적 측면에서 가벼운 교육으로 한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처음 경직되었던 것도 풀고, 앞으로 진행될 일정을 대비해 여유를 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엑셀 교육은 가장 도움 되는 교육이면서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교육을 지루하지 않게 풀어나가 주셨고, 아이스 브레이킹과 쉬는 시간을 적절히 배합하여 강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HR 교육도 직무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면접 진행, 인턴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교육기관과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전담 
매니저님이 계속 케어해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OO에서 인턴하며, 겉으로 봤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았고 채용이라는 직무의 매력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일하는 방식을 보며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나 매너 등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직장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영일반차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시작하기에 앞서 2년전 퇴사 후 다양하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과 쌓아온 것들에 대한 회의와 앞으로에 대한 막막함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흘러가는 느낌으로 지냈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지원하고 추가 합격자로 합류했을 때 기분은 새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고 기대치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함께 교육 받고 
또 다양한 기업을 알아가고 인턴 지원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밟으며 시작한 인턴 생활은 대학에서 
새롭게 생긴 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과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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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일반홍 O O

인턴기간 2021. 9. 10 ~ 12. 9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무교육을 
통해서는 막연했던 인사란 어떤 직무이고 어떠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3개월간 OO에서 근무한 경험은 앞으로 제가 채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채용 공고를 만들어보고,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이력서를 검토하고, 전화면접까지 
실제로 진행하면서 왜 제가 인사 업무를 희망했고 앞으로도 채용 쪽으로 업무를 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탈락시킨다는 생각보다는 후보자가 자신의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내가 채용한 사람이 기업에서 좋은 영향력을 펼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뿌듯함은 앞으로 제가 채용업무를 계속 희망하는데 있어서 책갈피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업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몰랐던 영역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긴장감의 갭이 
무척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얄팍한 IT지식과 사회생활 경험이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는 곳에서 그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1기 운영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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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기를 통해 실제로 미디어 렙사에서 광고 집행과정을 어깨너머로 
배우니,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특히나, 요새 TVC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인 SMR을 주로 집행하는 팀에 있으면서 집행 노하우를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 생태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광고집행이 가능한 
매체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 광고 교육을 받고 실제로 업무에도 투입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 성장하게 됐습니다.

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김 O O

인턴기간 2021. 9. 15. ~ 12. 14.

처음 서울시 청년인턴직무캠프를 시작했을 때 만에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득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수업을 듣고, 원하던 회사에 매칭이 우여곡절 끝에 
되면서 처음 회사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회사에서 발생하면서 
입사일이 2주 가량 늦춰져 더 적응하기란 쉽지는 않았지만, 같이 직무 캠프를 참여했던 동기들과 
소통 하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유튜브 운영팀이라는 제작부서에서 인턴으로 참여하여 한 직무들은 영화연출전공이라는 저에게는 
낯설지 않은 일들이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주로 한 업무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기획안을 작성하여 진행이 확정되면 스크립트를 작성, 촬영준비를 위한 
로케이션 헌팅 및 소품 제작 구매 등등을 한 후 촬영을 하였습니다.OO기업금융그룹 유튜브 운영 
콘텐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네이버나 이마트24 제안영상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 안에 
소속되어 여러 다른 직무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은 함께 일을 한다는 
안정감을 주면서도 내가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인턴캠프를 들어왔을 때만해도 졸업 후 무엇을 해야하나? 내가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할수 
있을까? 내가 들어간다면 어떤 직무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할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캠프를 하고 인턴을 하면서 막상 취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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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1기) 마감하며.... 
원하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해당 인턴 기간동안 배워가는게 많아서 좋고,
장기간의 취업준비 기간동안 스트레스가 심했기에
이왕이면 현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입니다.
(회사 분위기, 팀원, 업무 등 아직까지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직무 캠프하는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진행해주신거에 감사드립니다.
직무 교육을 듣고, 인턴 연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9월, 첫 업무로는 부서에서 주최하는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피치 콘테스트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뉴스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10월, 스피치 콘테스트 응모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았으며, 9월에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사내 게시판에 게시했던 ‘MZ세대 용어 해설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탄을 제작한 것이 인상깊게 
남았습니다. 업무를 하고 남은 시간에 했던 사소한 시도가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11월, 그 동안 관리하고 상위 응모작들을 뽑아 다듬어 본격적으로 방송 투표를 실시한 것이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 동안 계속 담당해오던 대면 채널 뉴스 편집이 적응된 시기였고, 뉴스 편집을 
저만의 느낌을 찾아 발전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마감하며 참여 기업에서의 근무는 처음 도전하는 직무가 적성에 잘 
맞는지 판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직무는 생각보다 흥미로웠고 도전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적성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 기회를 통해 장점을 살려 직무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조직의 중요성과 협업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멘토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부서분들과의 화합과 인성에 본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내 방송 제작과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간의 세대 통합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과 집약하는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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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활동을 통해 제 2의 인생의 반환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류학과와 
경영학과를 전공하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진짜 하고싶은 건 뭘까?하고 많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와 대외활동을 통해 SNS콘텐츠 기획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홍보.광고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이번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공분야가 아니다 보니 모르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 만큼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을 한 이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
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분야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고, 
장점들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전 팀원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홍보, 광고에 대해 배우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연했던 저에게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기‘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전공자가 아닌 분들에게 여러 분야의 디자인, 마케팅, 실무, 엑셀 등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교육 등을 통해 사회인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졸업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인턴 경험 혹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게 되면서 저처럼 경험(실무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분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새로움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번 실무경험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접해보고,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도 부여되면서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한 확신과 도전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노 O O

인턴기간 2021. 9. 6. ~ 12. 5.

참 빠르게 흘러간 3개월입니다. 

돌이켜보면 입사 처음에는 걱정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생애 첫 인턴, 사회생활을 내가 과연 
잘 시작할 수 있을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외국계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등등. 하지만 처음부터 
일을 잘하기는 어렵기에 열심히는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어느새 시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더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생기는 요즘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홍보는 더 매력적인 직무입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보다 역동적인 업무를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기획과 아이디어들이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되면 뿌듯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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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유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회사에 처음 왔을 때 떨렸던 마음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가치가 무겁다고만 느끼며 
살았는데 인턴으로 근무하는 경험이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직책이 있고, 이런저런 업무가 모여서 게임이 만들어지는구
나를 가까이서 보면서 색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덕분에 제가 가진 목표를 위해 어느 부분을 덜면 좋을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세상을 배우는 
것에 있어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무엇보다 크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과, 제게 좋은 경험을 갖게 해준 OO참여기업에 큰 감사를 가집니다.

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윤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이번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신입 취준생에게 신입으로서의 취업기회를, 이직을 준비중인 
취준생에게는 이직의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홍보.광고.디자인 직무 담당 교육기관이 주관한 교육 기간 동안에는 마케팅/디자인 직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직자들의 현실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강의는 단순히 툴 위주의 
기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현재 업계의 트랜드와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닥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듣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그 외에도 수강생들의 니즈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구성을 즉각 바꾸는 등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는 모습이 보여 더욱 신뢰가 
갔었다.
 교육 이후에는 “OOO”라는 게임 회사의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고, “게임마케팅”부서에서 자사 
게임을 홍보하는 영상 제작 업무를 맞게 되었다. 회사 측에서는 내가 요구하는 요건에 대해서 
맞추어주려 노력하였고, 영상 제작 업무에 대해서는 익숙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에 만족한다.

음이 들고, 내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행복합니다. 3개월 OO참여기업 
Communications 팀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많이 배우는 요즘입니다. 덕분에 홍보 직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더 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다는 직장 선배 분들의 칭찬 덕분에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저를 뽑은 이유로 '기획력'이라는 세 글자를 말해주신 
상사분의 말씀에 감동받아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던 저는, 아직까지는 마음 약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다시 취업준비생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부디 이 기간이 길지 않기를 바라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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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정 O O

인턴기간 2021. 9. 13. ~ 11. 12.

직무캠프에서 직무교육 시작부터 인턴 경험까지 달려오면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이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시작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과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하여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과 자기소개서 
작성 멘토링, 면접기회를 얻게 되어 혼자 준비했으면 어려웠을 첫 취업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
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알게 되었고 인턴으로 생활하면서 실무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취준생에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다음 기수에도 
주변에 아직 졸업하지 못한 후배나 동기들에게도 지원해보라고 추천하고 싶고, 자신의 일처럼 
신경써주셔서 관계자 모두 감사합니다.

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정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평소 디자인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전공도 아니어서 그냥 막연히 언제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발견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신청했는데 합격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 보면 아마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겠지만 
당시에는 나름 열심히 만들었고 또 해보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었다. 
   디자인 관련한 지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전공을 
했던 분이나 현업에 계시다 온 분도 있었어서 거의 배운다는 느낌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어떻게 
인턴까지 무사히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직접 실무를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 많다고 느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는 무엇을 하든 처음은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 결과 확실히 처음과는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아직 이 분야의 일을 
정말로 하고 싶은지는 사실 아직도 확신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다. 만약 
이렇게라도 해보지 않았다면 이 분야는 나에게 그저 미지의 분야로 남아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를 접해 보니 장점은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분야의 일을 하면서 나름 관련 용어들을 
접하게 되고 유니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접점이 있다는 점이었다. 레퍼런스를 참고할 때도 
게임 광고 영상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재미있었다. 단점은 아직 상상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인은 여러 이야기와 생각들을 좋아하는데 영상이라는 매체 
특성상 동적이기 때문에 뭔가 멈춰서서 생각을 하게 만들기 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느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우수한 선생님들과 실무경험을 통해 이 분야가 어떤 장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알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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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광고·디자인 분야 박 O O

인턴기간 2021. 9. 30. ~ 11. 30.

2021년 3월까지만 해도 제가 번듯한 기업에 입사해서 매일매일 부지런히 출퇴근을 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짧게나마 아르바이트 두어번 해본 거 말고는 (아르바이트도 이 시기 코로나 때문
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수입이 없었고 2년간 취업준비생이라는 그럴듯한 신분으로 
백수로 살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취업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생활패턴에 자신감도 저하되고 우울감만 커져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서울에 거주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서울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액 외에도 청년수당을 알게 되면서 청년포털에서 얻는정보, 구독 서비스 등으로 
구직정보를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공고문이었
습니다. 

공고문을 본 순간 불현 듯 제게 이 프로그램에 꼭 지원해봐야겠다는 의무감이라는게 생겼고 4월의 
어느날부터 발등에 불떨어진 사람 마냥 자기소개서든 포트폴리오든 있는대로 끌어모아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필요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단계에서부터 동기부여가 되면서 오랜기간 
잠들었던 취업 욕구에 온기가 피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주 3일씩 정해진 시간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제 전공인 디자인에 대한 훈련을 한다는 
거 자체가 도움이 되고 있었으므로 불만보다는 성취감을 갖는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취업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더할 나위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OO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한지도 어느덧 3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 합격안내 
전화를 받았을 때의 짜릿한 순간들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진 지금까지 늘 
자신에게 경각심을 갖고 일하라 타이르곤 합니다. 성실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 매일 남들보다 30분, 
이르면 한시간은 먼저와서 업무를 시작하곤 합니다. 9월까지만 해도 선임분들과 데면데면하여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자신이 서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게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잘 적응해서 업무도 사람대하는 것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얼마나 뿌듯하고 벅찬 나날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야근이 잦아져서 퇴근길이 때론 
고되고 많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인분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금세 흐뭇해집니다. 한편으론 매일매일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오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세로 청년인턴의 마지막 
계약일까지 부지런히 업무에  임하여 12월 부터는 정직원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기도 진행된다고 하니, 1기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게끔!! 뭐든 1등이 되어본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1기라는게 은근히 뿌듯합니다.

취업과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감이 나날이 떨어져가고만 있는, 취업이라는 생각만해도 까마득한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너무 고마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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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영업 분야박 O O

인턴기간 2021. 10. 1 ~ 12. 31

기업 매칭 이전에 마케팅에 관해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유익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디지털 마케팅의 업무 내용부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구글 애즈 광고 세팅은 물론 
GA를 통한 데이터 분석까지 모두 배울 수 있어 실제 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했을 때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 매칭 과정에서 작은 차질이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계속 격려해주심은 물론 새로운 
사항이 있을 때마다 담당 매니저님이 빠르게 안내해주셔서 끝까지 신경써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OO는 디지털 마케팅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어서 직무 캠프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었고, 회사의 분위기도 인턴을 배려하는 분위기라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형 직무캠프 1기를 통해 그간 간접적으로만 생각해온 진로와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마케팅·영업 분야이 O O

인턴기간 2021. 10. 1 ~ 12. 31

서울시 청년 인턴 직무캠프를 마치며…. 직무캠프에 참여하기 전, ‘디지털마케팅’이라는 것을 
들어보기만 했었고, 배워보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힘들 거로 생각했는데, 직무캠프 덕분에 
디지털마케팅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배움의 기회도 얻고, 인턴도 해볼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던 3개월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님과 
교육기관, 참여기업 OO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3. 마케팅·영업 분야이 O O

인턴기간 2021. 9. 14 ~ 12. 13

청년인턴 직무캠프 이전에도 회사에서 일한 경험은 있지만,
직무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좀 더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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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영업 분야임 O O

인턴기간 2021. 9. 13 ~ 12. 12

좋은 기회였습니다. 공무원 준비에 지쳐가는 저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도전해볼만한 기회였습니다. 
운이 좋아 더 뛰어난 사람들 대신에 합격해 교육을 받고 인턴으로 선발되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80%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들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도 주어지기 힘든 
현실을 알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기업 관계자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연장이 되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이 되었고, 첫 사수를 만났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수의 능력을 배우고 싶었고 
의사결정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열정적이게 하려는 많은 
청년들이 좁은 방에서 한숨을 쉬며, 자신의 기회를 찾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고시원에서 답답함을 억눌러가며 현실에 대한 막막함이 삶의 고단함으로 느껴진 적이 
있기에 기회를 만들어 주신 청년 인턴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을 내주신 사무관님부터 승인해주신 시장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 주무관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 많은 청년들 중에 한명인 
저는 여러분이 주신 기회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제 꿈을 향해 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더 발전한 더 좋은 정책과 더 많은 예산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파이팅!

항상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매니저님들과 협업하면서
회의 준비하는 방법,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처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직무 특성상, 많은 부서와 얘기해야 하는 일이 잦은데,
원활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려면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직무 경험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직장인으로서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해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와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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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영업 분야송 O O

인턴기간 2021. 10. 1 ~ 12. 31

이번 청년인턴 직무캠프 기회를 주신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 중 
배운 내용을 실무에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탄탄하게 짜여있어 교육 중 혼란을 겪지 않았고, 교육 내용 역시 정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에 만족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일하면서도 서울시의 관리 역량이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에게 연락하여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어려움을 묻는 등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1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직무캠프를 통해 취업시장에서 능력을 
갖춘 인재로 한 단계 더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련해준 서울시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기회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마케팅·영업 분야배 O O

인턴기간 2021. 10. 1 ~ 12. 31

3개월의 인턴을 수행하는 과정은 단순히 마케팅이라는 직무와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넘어서, 
직장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꿔 놓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입사만 하면 모든게 해결될 것만 같았던 
지난 날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달았고, 평생 할지도 모르는 나의 직업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 광고 대행사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과 
실무를 경험해봄으로써
조직에서의 의사소통 방식과 조직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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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영업 분야선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참여하며 사회생활을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직무 캠프를 통해 마케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같은 관심사와 직무를 가진 동기들과 함께 
교육받고 구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을 통해서는 제가 원하는 직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업무들을 접하며 긴장되는 하루이지만 동시에 내일은 어떤 새로운 업무를 할지 
설레이기도 합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과 연계하여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기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이번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 많은 
구직자들에게 좋은 기회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마케팅·영업 분야이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1기) 마감하며.... 인턴 3개월 교육까지 포함하면 총 5개월의 시간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시험 준비 
실패 후 경험이 없던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었고 인턴 3개월 기간 최대한 
열심히 업무를 하였지만 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성과가 미진하였습니다. 조금 더 획기적이고 
새로운 콘텐츠나 기획안을 내놓았다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겠지만 3개월 짧지만 긴 
기간 동안에는 어려운 일이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의견을 낸 거 같기도 
하여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정규직 전환 불발에 
뭔가 허탈감도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남은 시간이 2주 정도 있기에 정규직이 되지 못하더라도 
남은 인턴 기간 동안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고 제가 부족했던 
기획이나 디자인 적인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OO주식회사의 여러 직
원 분들이 공유해주신 마케팅적 경험이나 기술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직원들의 지지와 조언 아래 
진행한 업무 그리고 실무에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여러 충고들이 제가 한 단계 더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OO 직원분 들과 패스트캠퍼스 서울시 모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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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영업 분야심 O O

인턴기간 2021. 9. 17 ~ 12. 16

직무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에 연계해주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국내영업부 인턴으로 생활하면서 와디즈 관련 마케팅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픈예정 페이지부터 오픈 페이지까지 담당하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상세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업체와 컨택하면서 제품 홍보 방안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와디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홍보물을 기획하고 구매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와디즈 펀딩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목표금액을 넘어 뿌듯했습니다.
마케팅 실무를 경험하면서 마케팅 직무가 저에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마케팅·영업 분야이 O O

인턴기간 2021. 9. 15 ~ 12. 14

광고홍보학과를 전공하였지만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서울시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이론만 나열할 수 있던 나에게 실무 능력이라는 무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교육이 종료 될 
즈음에 막연히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싶었던 나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막연히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내 
마음은 확고해졌다. 나는 스타트업이 좋다. 회사는 내게 끝없는 업무를 던져주었고 그의 3분의 
2는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해보지도 않은 일을 왜 시키지? 라는 마음은 단 한번도 들지 
않았다. 나는 일을 받을 때 마다 털이 곤두서며 긴장이 되었다. 그 긴장감은 내가 싫어하는 긴장감이 
아니였다. 가슴이 뛰고 설레기 까지 하였다. 이 미묘한 긴장감은 나에게 일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더 나아가 애사심까지 만들어 냈다. 회사는 나의 직급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회사 전반의 
문제점도 스스럼 없이 말해주었으며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도 적극 참여하게 했다. 나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나는 회사의 일원이 되어있었고, 회사 발전에 
일조 하고 있었다.
 나는 스타트업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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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영업 분야한 O O

인턴기간 2021. 9. 9 ~ 12. 8

마케팅 직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했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공부만으로는 얻기 힘든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포괄적이게만 느껴졌던 마케팅 직무를 기획부터 시행해보면서 업무를 실제로 실행해보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해당 청년인턴 경험 덕분에 마케팅 직무로 계속 가고자하는 마음이 생겼고, 
앞으로도 마케팅 직무에 근무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 마케팅·영업 분야염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OO그룹 기획 1본부 5팀에 인턴으로 배정되어, 제가 평소 경험해보고 싶었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OO공식 서포터즈 OO덕후의 메인 담당자로서, 
서포터즈 모집 및 관리 운영을 전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콘텐츠 담당으로 촬영 기획안 및 제작 
기획안을 작성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광고주
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카피를 작성하는 일에 큰 흥미를 
느꼈고 차후 진로 결정에 있어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씨즐, 상품 
소스 등의 촬영에 참가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 스킬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SNS
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담당을 맡아 추첨 프로그램을 다루고 당첨 인원을 관리하며 경품 발송을 
하는 전반 업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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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영업 분야고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이번 청년인턴직무캠프 OO기업 인턴을 통해 직접 실무를 경험하고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를 더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얻은 점인 것 같다. 
마케팅 직무를 선택하면서도 과연 나랑 잘 맞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직접 업무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새로워서 더 깊게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OO에서 인턴을 하며 내가 메인으로 기획한 이벤트를 직접 진행해볼 수 있는 환경이어서 더 배운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처음에는 적응하고 업무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응한 후에
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랬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몰두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팔로워들이 어떤 게시물에 더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볼 수 있었고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도 재밌고 뜻 깊었다. 
마케팅적 시각,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보고 방식 등 회사생활을 직접 하지 않으면 결코 
배우지 못했을 부분을 이번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3. 마케팅·영업 분야하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대학 시절 저는 콘텐츠 제작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영상부 학생기자, 어느 
공기업의 브랜드홍보팀 인턴으로 활동하며 콘텐츠 제작 업무를 경험해보았고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콘텐츠는 무언가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좋은 수단이고, 저는 무언가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지 고민하고 
기획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진로 방향을 마케팅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관련 전공이 아니었던 저는 마케팅에 관련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기초를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예비 마케터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로 방향은 명확해졌지만 준비 방법은 너무나도 막연했던 상황에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기 모집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마케팅 기초부터 실무에 필요한 내용까지 교육 
받을 수 있고 교육 이후에 진행되는 인턴쉽을 통해 교육 내용을 적용해보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유익한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운 좋게 그 기회를 잡았고 간절했던 만큼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된 교육과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중인 인턴쉽 과정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그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쌓아야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할지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9마케팅.영업 분야

3. 마케팅·영업 분야조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1기) 마감하며.... 주로 팀원분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간접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팀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동일 직무 내 다른 인턴보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마케팅·영업 분야한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타입이라, 
AMD 정규직 전환까지 성공하여 기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팀장님이 직접 OOO의 비즈니스모델 
및 벨류체인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기업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COO님
과의 개인 면담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직무를 개발하고 싶은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 
MD로서의 커리어패스를 고민해보라고 경력직 입사지원자분들의 자기소개서 일부를 공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스타트업에서의 직무경험이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의구심도 있었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무엇인가를 배워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바로 투입이 되어 피드백을 
받으며 빠르게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OO직구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시야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
니다. 표면적으로 보고 상상하던 것과 다른 부분을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체감할 수 있었기에 자기계발을 통해 채워나가야할 부분들이 보인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막연하게 자격증을 따고 직무 전문성이나 업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겠다는 생각만 있을 때는, 
어떻게 정답일지 알 수 없어 답답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동료와 선배를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원을 고민 하고있는 서울시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니 고민보다 
GO! 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어진 인턴쉽을 통해서 마케터로서 저의 역량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저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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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영업 분야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비스 기획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학교에서 맡았던 프로젝트는 모두 아이디어 기획과 제안에만 
그쳐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턴쉽을 통해 실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 팀과 소통하며, 제가 
기획한 아이디어가 결과물로 나오는 것을 보며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또한, 서비스 런칭을 위해 
직접 화면을 기획하고 서비스 컨셉부터 로고, 색상까지 직접 정하면서 하나의 앱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과 기획자로서 개발 팀과 사업 팀의 기대 수준을 맞추고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가장 힘든 업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맡은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기대와 저의 실제 능력수준이 달라 미흡한 
결과물들을 보며 좌절도 많이 했지만, 3개월 전의 저에 비해 인턴쉽 이후 제 자신이 한층 성장한 
것이 느껴져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준 서울시와, 그리고 인턴임에도 다양한 
업무 기회를 제공해준 담당 기업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3. 마케팅·영업 분야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 디지털마케팅과 관련된 유익한 교육을 받고, 실제 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경험을 통해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기였기에 교육과 진행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실제 기업에서 한 팀의 팀원이 되어 실무를 경험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은 
아쉬움을 잊을 만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배웠던 지식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인턴 경험은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싶은지와 같은 미래에 대한 고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AE로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획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콘텐츠를 발행했던 즐거운 경험은 나중에 제가 경력을 쌓은 마케터가 되더라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끝이 다가오면서 정규직이나 계약 연장을 제의받은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이번 인턴 생활을 하며 쌓은 경험과 즐거운 기억이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데 소중한 연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마케팅에 대한 꿈과 마케터로서의 생활은 이제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앞으로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 얻은 것들을 기억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마케터라는 
꿈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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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영업 분야김 O O

인턴기간 2021. 9. 13. ~ 12. 12.

무엇보다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즈, 페이스북 광고, 엑셀, 크롤링(데이터 스크래퍼), HTML, 
UTM 등 직무 교육에서 배웠던 기능/툴을 직접 실무에서 활용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때로는 
다른 팀원에게 툴 사용법을 알려주며 평균 3~5시간 걸리는 업무를 3분으로 단축하는 등 업무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또한, 어떤 의견이든 잘 들어주는 좋은 팀원들 덕분에 서슴없이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직접 제안한 기획들이 실제 광고주 기업의 콘텐츠로 반영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동안 긴 취업 준비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고 우울한 생활이 지속되어왔는데, 이번 
청년인턴 직무캠프 프로그램의 직무 교육과 인턴 연계로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이 직무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3. 마케팅·영업 분야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먼저 청년인턴 직무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주신 서울시의 모든 담당자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개월간 고품질의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3개월의 
귀중한 인턴 경험까지 쌓을 수 있었던 값진 기회였습니다.

 처음 선정되어 교육을 받고, 인턴십을 하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입문자에서 어느덧 지금은 아마추어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직무 교육을 받고 
인턴십을 하면서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직무 교육과 더불어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을 탄탄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으며 이해가 안되고 와닿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었던 점도 분명 
작용했겠지만,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인턴십을 통해 실무에 적용해보면서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눈에 보이고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배우며, 실무에서 활용하며 지식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일터에서 배우는 경험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A부터 Z까지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실무에서 다양한 변수를 만나고, 
시간과 자원의 한계로 충분히 의도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행하면서 조금이나마 성장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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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영업 분야김 O O

인턴기간 2021. 9. 9. ~ 12. 8.

 직무 교육 내용을 숙지한 이후 실무에 직접 투입되면서 3가지의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우선 마케팅팀에서 스스로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나갔던 것이다. 다음으로 
SNS 채널을 직접 관리해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업무 진행 방식을 경험해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3가지의 계획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우선 앞으로 콘텐츠 마케팅 
업무를 진행해도 좋다고 생각해 이에 맞게 진로 계획을 세워도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으로 
원래 원했던 퍼포먼스 마케팅 업무 또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맞게 진로 계획을 
세워도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볼 수 있는 타 
스타트업이나 마케팅 대행사 등에 지원하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부동산 AI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통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내려 
노력한다. 이곳에서 느꼈던 밝은 기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담고 앞으로 다른 기업에서 
더 많은 개인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3개월 간의 인턴 생활을 정리
하고자 한다. Good Luck!

3. 마케팅·영업 분야박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첫 출근 전날 마음을 다졌던 날이 기억난다.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실수해서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등등 여러 걱정들이 많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인 예의를 
차리기 위해 인사를 열심히 했고, 맡은 업무는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다 하려 
했으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잡일이라도 도맡아 하려 노력했다. 잘하고 싶은 욕심은 긍정적인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

인턴을 시작하기 전의 걱정들이 무색하게 잘 해나가고 있고, 조금씩 발전하며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지원하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어서 1분1초를 값지게 쓰려 노력했는데 결국 이러한 결과들이 
내 인턴생활을 더욱 알차게 만들었고 전환/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지만, 여기에서만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끊임없이 노력하여 
많은 산들을 넘을 것이다. 

이번 인턴경험은 그런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직접 찾아서, 발로 뛰며 
노력한다면 다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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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경영일반강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으며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소중한 가르침을 얻는 기회였으며, 기간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해나갈 것 같습니다.

4. 글로벌 경영일반박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 OOO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오랜 취준 기간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뜻깊고 
유익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무캠프를 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분들과 
교류하고 함께 수업을 듣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인턴 근무를 하면서도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즐겁게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캠프 수업을 통해 여러 현직자분들의 강의와 스피치, 자소서, 면접 등에 대한 코칭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OO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제가 희망하고 있던 재무 직무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향후 취업 준비와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직무에 대한 확신을 다질 수 있게 되었고 너무 좋으신 팀원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업무가 바쁘신 와중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을 챙겨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HR팀에서 매주 금요일에 인턴들을 위한 교육 세션을 준비하고 
진행해주셔서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턴 경험을 쌓기 위해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더 큰 것들을 많이 얻고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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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경영일반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마감하며,,,
우선, 긴 호흡으로 달려온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만큼 애착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기간이 
3개월이 아닌 6개월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OO회사에서 일하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 직무 적합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회사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른 기업의 인턴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짧은 마감기한과 많은 
업무량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글로벌 경영일반박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마치며 느낀 점은, 짧은 3개월이었지만 글로벌 기업에서 정직원처럼 
일을 할 수 있어서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점이다. 사실 OOOOOO에 합격하고 나서 다른 의료기기 
회사의 1년 계약직을 동시에 합격했어서 시작부터 고민이 많은 인턴이었다. 3개월 인턴과 1년 
계약직을 두고 고민 끝에 OOOOOO측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솔직한 조언을 구했더니, 
OOOOOO의 인허가 Lead님이 진심 어린 조언을 주셔서 인턴에 도전하게 되었다. 
 첫날은 회사 차원에서 준비한 다양한 축하 선물을 받아서 놀랐고, 입사한 지 3일 만에 첫 업무를 
받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의 업무 진행 속도를 체크하며 새로운 업무를 주셨다. 사실 외국계 
신입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일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사 분이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의료 기기 문서 번역, IFU 갱신, 코드 삭제, Code 
validation, 한국어 번역 검수, 의료기기 재평가 코드 분류, 인허가 스터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의료기기 인허가가 진심으로 적성에 맞는 일인지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 외국계 회사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나와 맞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여자에게 진정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만들어준 훌륭한 회사의 인턴 기회를 준 서울시에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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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경영일반심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OOOOO에서 2팀 업무를 맡은 것은 새로웠고 도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B2C 물류쪽으로 
경력이 있었지만 OOOOO은 B2B 물류였습니다. 처음에 기존에 있던 제 머릿속에 있던 B2C 물류 
인사이트와 B2B 물류 인사이트가 9월 한 달 동안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OOOOO에서 적응이 되기 
시작한 10월부터 제 물류 인사이트는 B2C 물류에서 B2B 물류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OOOOO에서 매입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저한테 데이터 분석 능력이 강점이라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인사이트에 변화가 왔습니다. 기존에 저에게 전문성이란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선적인 경험이 아니라 Cross Sector를 통해 통합적인 직무 역량이 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OOOOO에서 회의를 참석하면서 진정한 리더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리더는 막연하게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터는 부하 직원에게 
질문을 잘 하는 사람, 그래서 부하 직원이 스스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4. 글로벌 경영일반여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공기업 취업준비만 하고 있던 중에 공기업의 취업 문이 너무 높고 힘들어 처음으로 일반 사기업으로 
눈을 돌려 보던 중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LH 도시재생 청년인턴 이후 
공백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지원한 이번 인턴쉽에 인연이 닿아 합격을 하게 되었고, 약 2개월 반 
정도의 교육 기간을 지나고 OO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레이고 두려운 마음을 붙잡고 들어선 OO에서는 일반 공공기관 인턴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실질적
인 업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 모든 임직원의 물품을 수령하고 자산 등록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요청하고 대금 지급요청 등을 실질적인 업무를 경험할수 있어서 참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기회로 회사의 이전 시기에 인턴으로 입사하게 되어 총무팀으로 몇 번 없는 회사 이전 
업무에 대한 업무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을 처리하고 새로운 물품 
구매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턴을 꾸중할 정도로 
업무 교육에 열의를 보여주신 담당 매니저님과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면 한 없이 넓은 마음
으로 알려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하며 서울시 청년인턴 직무캠프 1기 소감 보고서를 마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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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경영일반이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1기) 마감하며....
 6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듣고 면접을 준비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인턴생활을 하며
어떻게 지나간 6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시간의 소중함을 디시한번 
느꼈습니다. 교육과정 때 만났던 글로벌 경영일반 지원자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고 같은 동료라고 생각 돼서 개인적으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한건 아쉬웠습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3개월간 사실 많은 
것을 배우긴 어려운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청년인턴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취업을 해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2기 3기 .. 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이 직무캠프를 추천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빌어 직무캠프를 준비해주신 서울시 관련 관계자, 교육을 진행해주신 교육기관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4. 글로벌 경영일반이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벌써 시간이 3개월이나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직무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직무캠프 전담 매니저님께서 서포트해주셔서 더욱 더 일에 적응할 수 있었다. 회사를 다니면
서 직장생활을 처음 해보았지만, 시설 및 상사분 등등이 다 너무 좋아 이 회사에 계속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여러 경험을 하고 3개월이 아깝지않은 시간이 되도록 지원해주신 서울시분들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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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경영일반이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3개월의 직무교육 이후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OOO기업 인사부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당장 취업과 그를 위한 스펙업에 대한 
압박 속에서 훌륭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서울시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가 기업들과 관계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OOO기업의 인사 부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기본적인 회사 생활요령, MS Office 활용방법
부터 인사 직무에 대해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부서별 인사 관련 행정처리 업무를 경험
하고, OOO기업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전사적인 문화와 가치를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개
월의 인턴기간동안 어떤 순간에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찾고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입니다.

4. 글로벌 경영일반이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짧았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근무가 
약 2주밖에 안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일을 해도 출근하는게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마지막 달이 되고 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너무 아쉽고 속상하네요.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많은 직원 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적어서 더 아쉬운 듯합니다. 요즘처럼 신입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는 정말 잡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직무교육을 했던 삼개월과 인턴 근무한 3개월, 총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만이라도 구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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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경영일반이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 교육 기간 동안에는 
외국계회사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일반 직무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무에서 
일을 하는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중에 다양한 팀플레이 활동을 하며 다른 교육생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힘든 취준 생활을 함께 이겨내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OOOO기업에서의 3개월 인턴십은 너무나도 유익
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기회이기도 
했으며, 기대한 대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가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도움 주시고 알려주셔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지 이곳에서의 3개월로 끝이 아니라, 이후의 커리어패스를 어떻게 만들어나가면 좋을지도 함께 
신경써주시고 도움 주셔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저 인사 직무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개념으로만 접했던 것들이 이곳에서의 경험으로 현실화 되고 구체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적성에 맞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인사 직무에 흥미를 느끼고 더 깊이 있게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다고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고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4. 글로벌 경영일반이 O O

인턴기간 2021. 9. 6. ~ 12. 5.

OOOO의료기기 외국계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인턴으로서 단순한 반복적인 업무가 아닌, 정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분석, 경쟁사 현황 등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직접 준비하고 매니저, 팀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어떤 부분은 나의 강점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취업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잡게 해주어 의료기기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속 매니저와 HR팀에서 
관련된 내용전달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 업무 진행에서 불편함 점, 도움이 될만한 내용 등의 전달을 
통해 회사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하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서울시 관계자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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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경영일반박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하여,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받은 
교육들을 통해서, 실무에 필요할 비즈니스 매너 및 이해를 파악하고, 그리고 PT 스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교육들을 실무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의 
인턴십에서는 정말 많은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직무에서 어떤일을 하는지에 대한 주요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언을 통하여 커리어 패스를 단단하게 세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서울시와 OOO에 감사드립니다. 

4. 글로벌 경영일반전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단 한번의 인턴 경험도 없는 저에게 서울형 청년 인턴은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경험이 부족해 국내 사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중 어느 회사에 입사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개중 외국계 기업의 문화가 가장 궁금했는데, 이번 인턴 경험을 통해, 외국계 회사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OOOO의 경우 유연근무제와 자율좌석제도를 도입해, 외국계의 유연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일 작성법부터 시작해, 사내 메신저 사용법, 비즈니스 매너,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얻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턴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쌓고 현장 감각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인턴 경험을 토대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의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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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경영일반이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OOOO기업에서의 인턴은 제게 정말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첫 인턴생활의 시작이었으며, 첫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직무캠프에 참여하며 다양한 회사와 직무 속에서 길고 힘든 
선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거쳐, 컴플라이언스를 선택했고,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
로 봤을 때 매우 소중한 기회이자 배움이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한 느낌의 부서이자, 법무팀에서 
겸하는 업무였기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기에 부담스러웠던 순간도 많았지만, 두 달 넘게 인턴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먼저 소통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회사 내 세일즈 담당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는 지를 배웠습니다. 여러 메일을 쓰는 과정을 통해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메일에 적어야 하며, 어떠한 표현으로 상대방에서 다가갈지를 고민했습니다.

특히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주고받을지, 구체적으로는 미팅을 하는게 좋을지, 
메일을 보내는게 좋을지, 메신저를 통하는게 좋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소통을 
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여러 방식을 시도해보며, 성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깊이 있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소통에 대한 방식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 계획을 설정하고 수정해나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업무의 양과 범위에 
따라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담당 매니저님과 
상의를 하며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업무를 끝내는 
것을 넘어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업무 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과정의 연속
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중간중간 변수가 발생했을 때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고의 방식과 일처리의 방식 등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인턴생활로, 
제 사회생활의 첫걸음으로서 매우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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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고 O O

인턴기간 2021. 9. 17 ~ 12. 16

해외영업부 인턴으로 생활하면서 전반적인 마케팅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런치패드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조사하고 직접 리뉴얼 해보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또한 SNS 콘텐츠 기획하고 직접 제작하면서 잠재적 구매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캐나다에 수출할 제품의 패키지를 직접 수정 후 다양한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는 등 패키지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며 담당자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분야의 경험이 전혀 없어 해외 마케팅을 경험할 수 있다는 JD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는데, 
직접 마케팅 실무를 경험하면서 교육보다 더 빠르게 실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교육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에 연계해주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고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9월부터 3개월 간 OO참여기업 마케팅 인턴으로서 근무하며,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B2B 마케팅이라는 낯선 
분야에 새로 경험하며 이것저것 배우면서 
특히, 제 담당 슈퍼바이저 분께서 제가 여러가지 시도해 보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도 많이 
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9, 10월에 있었던 연휴로 더 짧게 회사생활을 마감하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직접 발로 뛰며 여러 회사 관계자분들도 뵙고, 직접 콘텐츠도 제작해보면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소중한 사회 경험을 쌓고 가는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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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공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벌써 연말이 다가오네요. 올 한해를 되돌아보니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활동으로 꽉 차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여러 회사에 지원해봤지만 서류를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직무로 뾰족하게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실무에 필요한 교육과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저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합격에 기쁨도 잠시, 수업을 들으면서 비전공자일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은 편에 속한 제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하는 
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계약 종료 3주가 남은 시점에 정규직은 아니지만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이 간절했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 짓고, 다시 힘차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처음으로 의료기기 산업분야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고 첫 시작이 OOOOOO여서 감사한 시간이었
습니다. 마케팅 인턴으로써, 데이터 정리, 홍보물 배송 업무 그리고 신제품 마케팅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마케팅을 접하고 임할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OOOO에서 실시한 마케팅 교육을 바탕으로 인턴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한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있는 사수님들과 많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수님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서울시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이 간절했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 짓고, 다시 힘차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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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OOOO에서 디지털마케팅 관련 직무교육을 듣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인턴이 마무리되는 
11월이 되었다. 인턴을 처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OOO에서 일하면서 사실 
실망도 많이 했고 내가 떨어진 기업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자책도 많이 했다. 하지만 훗날에 돌이켜 
보면 OOO에서 일했던 것이 나에게 분명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저 OOO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에 빨리 취업하고 싶은 생각뿐이다. 사실 앞에서 불만섞인 
목소리를 조금 냈지만 졸업하고 나서 취업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서울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서 기뻤다. 내가 관심이 있었던 OOOOO 교육기관에서 디지털마케팅 교육도 
받을 수 있었고 소중한 인턴 경험도 얻게 되었다. 요즘 인턴도 금턴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인턴
기회 한 번 갖기 힘든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셨고 그 프로그램의 1기로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OOOOO에서 들은 교육은 내가 관심있는 디지털마케팅 분야였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며 들었고 담당자분들과의 소통도 잘 되어서 매우 만족하며 들었다. 또한 영어 
수업도 내가 이전에 들었던 전화영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실력을 가지신 선생님들께 
들었다. 인턴을 하게 된 OOO의 경우에는 물론 사람들도 좋고 건물도 좋지만 일이 많이 없고 
살짝 방치된 느낌이라서 만족했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6 ~ 12. 5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3개월의 인턴 생활이 정말 빠르게 마무리 되었다.
너무도 원하던 직무와 회사였기에 출근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selling point를 정리 요약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든 것 
이었다. 내가 만든 데이터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sales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칭찬을 받았을 때 
정말 뿌듯하고 기뻤다.
또한 좋은 상사를 만나 일도 재미있게 배웠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밥을 먹고, 사내 메신저로 대화하고, 업무 메일을 작성하고 내가 만든 
자료를 발표하고 보고하는 등, 모든 활동들이 사회에 첫걸음 하는 내게 참 의미 있었다. 이번 인턴 
경험이 다시 취준을 시작하는 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다음 기수에 참여하는 청년인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싶다.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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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OOOO팀에서 인턴 업무를 하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더불어, 청년인턴을 
통해 배운 지식과 스킬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생명 보험, 교육 업무, 차세대 교육 도구와 방식 등등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는 무엇도 익숙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어진 미션은 차세대 교육 도구를 위한 마켓 리서치였습니다. 리서치 
업무를 위해서, 청년인턴에서 습득한 마케팅 이론을 접목시켜 리서치를 하였고, 나름의 인사이트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업무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드 스킬 중에서도 분석능력, 발표능력, 컴퓨터활용 
능력을 올리기 위해 많이 노력 하였습니다. 마켓 리서치를 하며 조직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데이터를 보기 좋게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 다양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맥킨지식 사고방식, 기획의 정석, 이코노믹 씽킹, 넛지 등의 책을 읽으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리서치 하고, 차트 및 그래프를 만들며,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각화와 큐레이션 지식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료를 발표하기 위한 발표능력과, 정성적인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해 SQL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학습할 예정입니다.
소프트 스킬로는 문제해결 능력, 팀워크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방식으로 단순히 한 방향이 아니라,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문제를 놓고, 로직을 세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팀내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조직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팀워크를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 해 주셨던 것입니다. OOOO 인사팀에서 인턴을 
위해 2주에 한번씩 미팅을 진행하며, 인턴 생활을 위한 조언과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한, 
멘토님께도 인턴 피드백을 요청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반영해 주셨습니다. 
멘토님께서도 업무 이외의 일이어서 대충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팅 및 교육에 참여하도록 도움 주셨습니다. 

실무 인턴 업무로 얻은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커리어를 쌓고 싶습니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제 네트워크 회사인 OOOO에서 평소 관심 있던 데이터 산업의 미래 방향성과 
금융업계의 큰 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맡아서 전담해왔고, 업무에 대한 성과
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업계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OOOO의 타이틀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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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 될 무렵, OOOO교육기관에서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경영학과 
수업에서 배우지 못했던 실무에 밀접한 마케팅을 배울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이 배움이 바로 인턴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즈음, OOOO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회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만, 입사 후 첫 주 동안 부장님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진행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팀장님과 어떤 식으로 마케팅 방향을 
설정해야 할 지 그 개념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번 인턴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 스러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오직 영어만 사용’ 과 ‘자율과 책임’ 입니다.
마케팅 팀장님께서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영어 사용이 잦았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 되는 
아시아 국가 팀(한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주간보고에는 영어 스피치 능력을, 팀장님과의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비즈니스 영어회화 능력을 그리고 내부적으로 영문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작성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Wework로 옮기고 개인적으로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어 일하는 데 능률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약속을 지키며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과는 
달리, OO참여기업에서는 저희 인턴들을 믿어주시고 일을 많이 맡겨 주셔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
험을 쌓을 수 있어, 책임을 갖고 일을 하는 데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 마케터로서의 첫 걸음을 잘 내디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저는 이번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지원하기 전, 퍼포먼스 마케터로 잠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취업을 하게 되며 마케팅에 대한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더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 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험의 기회조차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인턴 직무캠프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글로벌 홍보, 마케팅 분야 교육과 3개월의 인턴 경험까지 모두 얻을 수 있 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분야에서 업무를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광고주가 되어 
외주  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기업 카탈로그와 홍보 영상 기획에 참여해 볼 수 있었고, 직접 
촬영현장이나 인쇄소를 방문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OOOO라는 좋은 회사를 
알게 된 것도 제게는 너무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인턴 생활이었지만 너무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정직원으로 OOOO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3개월 체험형 인턴이었지만, 짧은 기간동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OOOO 
직원분들께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서울시에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인턴 경험이 앞으로의 
제 삶에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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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23 ~ 12. 22

작년 여름에 학부 과정을 수료하고, 여러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면접을 보면, 
두 곳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가, 남은 한번의 기회를 위해 밤을 샜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실패에 몸보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연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방법론을 배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살피는 기회가 되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교육 기간에는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기 
이해도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직무 경험을 쌓다 보니,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한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잊지 못할 값진 시간이었고, 미래를 그리는 일생의 
길에서 중요한 거점이 됐습니다. 

기업에 투입되어서는,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고도화된 데이터 수집 기술 
안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모으고, 해석해서 인사이트를 찾아 중장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국/영문 
보고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보고서를 전달 드리면,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
고, 어떤 점이 좋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주시거나,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데일리 1:1 미팅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막바지
에는 제 이름으로 마케팅 액션 플랜 아이디어를 PT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이전시를 비롯해 수
년의 경력을 가진 프로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주신 덕분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팀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인턴십 중간에 해외 근무 기회가 생겨 이후 국내 기업 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무 연장 제의를 주셨지만, 출국이 확정되면서 인턴십을 
종료하게 되어 참 아쉬웠습니다. 취업 준비 전반에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유명
한 회사, 사람들이 알아주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지원했던 반면, 이제는 내가 어떤 기업에서 일 할 
것인지, 이 회사가 정말 나와 잘 맞을까,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와 같은,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경험이 커리어에 있어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취업시장에서 ‘인문사회대 졸업생’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경대 출신 취업준비생과 달리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수익을 전망하거나 사업을 기획해본 경험이 없어 늘 아쉬웠습니다. 그랬던 
제게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영업/마케팅 유형이 좋은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직무교육에선 
다양한 리서치 툴을 사용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는 그동안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비즈니스 전략 기획, 시장조사 등의 경험치를 
쌓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직무 교육과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 기업에서 
유관경력을 꾸준히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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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1기) 마감하며...
운이 좋은 덕분인지 제가 줄곧 생각해왔던 이상적인 회사에서 소중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복무를 오래하고나서 뒤늦게 취업을 준비하게 된 애기아빠이자 
늦깎이 취준생 입장이다보니 인턴경험도 처음이었고, OOOO에서도 한국지사 설립이래 제가 1호 
인턴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내 HR 총괄매니저님의 친절하고 솔직한 설명
을 듣고 약간의 걱정과 불안감을 안고 인턴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히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
으로 헤드헌터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주셨고, 각 6주간 소속되었던 Finance와 
Healthcare 팀 동료 분들도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셨으며,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살뜰히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헤드헌팅을 한 후보자 분께서 
추천드린 회사와 직무에 최종합격하고 출근을 하게 되는 성과가 있었어서 더욱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우수한 업무환경과, 영국계 회사로서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높은 
영어활용도, 수평적인 사내문화, 업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배울 점이 많은 회사직원 분들, 
정기적으로 주변 이웃을 돕는 Charity Day Event 참여까지.. 덕분에 3개월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도 알차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정규직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중간 피드백을 전해듣기는 했지만,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우선 마음을 
내려놓고 인턴 마지막 종료일까지 매일매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노력중입니다.
취업이 막연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청년인턴직무캠프를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평생 잊지못할 
훌륭한 직무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인턴직무캠프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23 ~ 12. 22

저는 평소 마케팅 직무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관련 전공을 수료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이론적인 마케팅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소속
되었던 탱커 주식회사는 스타트업 회사인데, 이러한 특성상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비교적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해보고 싶었던 SNS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었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1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에 
참가하여 짧게나마 오프라인 마케팅을 경험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 총 9명의 
인턴분들이 계셨는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입장에서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직자분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마케팅 직무를 지속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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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ooooCS 부서에서 근무하며 정말 근사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이 3개월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저를 응원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CS팀 멤버분들께서는 저의 최선과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언제나 자상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잘 해내면 칭찬을 부어주셔서, oooo에서의 모든 날을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또한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궁금증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신경써 바라봐 주셨으며, 저의 한계점을 꿰뚫는 피드백을 건네주심으로써 항상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CS 프로세스의 각 단계 업무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CS팀 멤버분들께
서는 특정 업무를 해내는 데에 어떤 시스템/툴이 필요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이며, 해당 업무의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근사한 가르침 아래 CS의 업무를 경험
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을 생각하면 저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런 것 하나 전혀 없이 업무를 믿고 맡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북돋아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CS 업무에는 엑셀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과정에서 
들었던 16시간의 엑셀 강의가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 덕분에 성장한 데이터 활용 
능력과 컴퓨팅 사고력이 업무 처리 과정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팀 멤버분들께서 다정하게 가르쳐 주시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열심히 
하고 싶다’, ‘잘 해내고 싶다’ 라고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미래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정하고 믿음직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고 갑니다. 멋진 선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관계자 
여러분과 CS팀 멤버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나 O O

인턴기간 2021. 9. 6 ~ 12. 3

교육부터 이력서 제출, 면접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취업 과정과 비슷했지만, 내가 한 경험은 결코 
보통의 취업 준비생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외국계 기업, OOOO은 생각
보다 엄청난,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회사이며 한정된 내 시야를 넓혀준 곳이다. ‘세상에 회사는 
많고 내가 갈 회사 한 곳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개인적인 성취와 워라밸의 조화가 
적절한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더할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1기로 참여하여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스템과 코로나라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고 마칠 수 있어서 
뜻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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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박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해서 한 달 간 교육을 받는 과정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직무캠프를 마무리 짓게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직무캠프를 참여할 때부터 희망하던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더욱 뿌듯하고 뜻깊은 과정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짧은 인턴 기간이었지만 제가 속했던 팀의 산업 분야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려고 노력했고 소속 팀원 분들 또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의 참여는 미래의 커리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 7개월간의 기간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업무와 그 외의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고 
더불어 스스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김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코로나로 인해 급히 귀국해서 오랜 취준 기간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되면 좋고 
안되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채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합격으로 
청년인턴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3달 동안 세종대에서 교육을 받으며 취업의 좁은 문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재능있고 열정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목격하며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1차수에서는 생각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탈락되고 2차수에서 
안되면 말지라고 지원한 OO참여기업 HR팀에 붙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현 회사에서 
저외의 서울형 청년인턴 10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인턴 기간 내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OO참여기업 인턴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며 다시 한 번 프로그램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는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업측에서도 처음 시도해보는 프로그램인만큼 저희 인턴들에 대해 반신반의 하셨지만 
채용팀으로서 다른 매니저분들로부터 각 인턴분들에 대한 정말 많은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
했습니다. 금전적이나 표면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인턴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절반을 외국에서 외부인으로 살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
오고 서울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연한 기회로 이번 청년인턴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부터 시작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보고서를 쓰면서 제 커리어의 훌륭한 
징검다리가 된 서울형 청년인턴 프로그램과 많은 참여 인원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조언과 격려 아끼지 않은 김현정 매니저님, 노애경 주무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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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박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 나의 커리어 패스에 도움이 될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OO교육기관 마케팅 교육과 더불어 OOOO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ADEX 2021)에 참여하여 부스 진행을 돕고 
소셜미디어, 뉴스 보도자료 번역 및 종합 업무를 수행하며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여러 방위산업체들이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 STEM 교육 활동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미디어 모니터링 및 클리핑, 마케팅 및 디지털 미디어 업무 서포트를 통해 기업의 홍보팀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가 준 홍보 업무에 대한 3개월의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홍보대행사나 
홍보팀에 입사한다면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박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여러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약 
두 달간 했던 업무는 크게 Product Marketing 부서의 업무와 Integrated Marketing 부서의 
업무로 나뉘어집니다. Product Marketing 부서에서는 웨어러블 마켓에 대한 조사, 애플워치와 
삼성워치 비교, 데일리 웨어러블 뉴스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았고, Integrated Marketing 
부서에서는 인스타그램 콘텐츠의 아웃라인을 작성했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숏 폼 비디오를 기획하고 촬영했습니다.
따듯한 격려와 칭찬을 항상 해주셔서 인턴 생활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업무적인 
면에서도,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케어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인턴 생활을 
행복하게 보냈고,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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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배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헤매던 취준생에게 길을 잡아 준 고마운 프로그램>
  저는 직무캠프에 지원하기 전,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어디부터 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인턴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서류들을 넣고 있었는데, 마케팅에 관련해 아무런 
경험도 없는 제가 수많은 경험을 가진 경쟁자들을 이기고 뽑힐 리 없었고, 막막한 마음에 핸드폰을 
보던 중, 청년인턴 직무캠프 배너광고를 발견하고 반신반의하며 지원했습니다.

  이전부터 다양한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영어를 좋아해서 글로벌 마케팅에 지원하게 되었는
데,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경험을 엮어 프로그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매일 
열 시간씩 처음 마주하는 디지털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어렵기도 힘들기도 했지만 디지털 마케팅이
라는 확실한 방향이 있었고, 추후 인턴과정에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았기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힘든 기업 매칭 과정을 거쳐 오게 된 OO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인턴들이 부담 갖지 않고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외국인 매니저도 
시차가 있었지만 ’실수해도 괜찮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인턴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보라‘며 
든든히 지원해주셨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마케팅 팀이 없어진지 시간이 좀 되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었기에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그만큼 다양한 것을 직접 혼자 힘으로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혼자 싱가포르 팀을 담당해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외국팀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웹사이트 구축, 페이스북 페이지 이전/생성/관리, 인스타그램 페이지 관리, 구글 광고 캠페인 
집행(VA/SA), 페이스북 광고 집행,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관리, 뉴욕타임즈 계정 생성/관리, 
웹사이트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 싱가포르 현지 팀 마케팅 보조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전체 업무가 영어로만 진행되었기에 잃어버렸던 영어 감각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 한지 한 달 후부터 사무실이 Wework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업무 환경이 그 어떤 곳보다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진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던 시기에, 우연한 계기로 지원하고 참여하게 되었던 프로그램 
덕분에 외국계 기업과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 배우고, 전혀 알지 못했던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주변인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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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안 O O

인턴기간 2021. 8. 23 ~ 11. 22

서울형 청년인턴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의 직무에서 필수적인 GA,GTM,태블로,
Business English 수업 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처음 OOOO에 입사하기 전에 서울형 청년
인턴 1기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채용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업에 청년인턴의 모범이 되어서 
이 좋은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한 다짐이었는데, 다행히도 
기업 측에서 좋게 봐주시고 더불어 계약 연장까지 하게 되어 그래도 내가 본분을 잘 했구나라는 
뿌듯함과 그 본분을 채울 수 있었던 건 서울형 청년인턴이라는 좋은 프로그램과 또 거기서 배운 많
은 직무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형 청년 인턴 으로서의 3개월, 그리고 OO에서
의 추가 1년은 나의 역량 개발과 커리어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한 
단계가 될 것 같다. 
 앞으로 이 ‘서울형 직무캠프 청년인턴’이라는 좋은 사업이 꾸준히 유지되고 더 발전 되었으면 
좋겠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이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해당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교에서 배웠던 마케팅의 이론적 차원을 넘어 실무적인 영역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실무자들을 강의자로 만날 수 있어서 좀 더 생생한 
실무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인턴 경험을 했던 기업이 스타트업이니만큼 매우 다양한 영역의 일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의사 결정이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인턴이 기획한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더하여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자유로운 재택 근무 및 
유연 근무, 훌륭한 직원 복지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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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주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OOOO교육기관에서 배운 직무내용을 토대로 직접 마케팅을 해볼 수 
있었으며,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마케팅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일하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서울 청년인턴 직무캠프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기회로 쌓은 경험 덕분에 저는 더 좋은 기회를 얻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 주시고 뒤에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5. 글로벌 마케팅·영업윤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어느덧 청년인턴 직무캠프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6월부터 시작한 직무교육부터 청년인턴
까지 알찬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그동안 몰랐던 직무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막연
하게만 느껴졌던 마케팅이라는 직무에 대한 감이 잡혔습니다. 양질의 직무 프로그램과 글로벌 
기업에서의 인턴이라는 두 경험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시와 담당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O참여기업에서의 인턴은 제게 있어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마케팅 사수가 부재해 해외에 있는 외국인 담당자와 수시로 영상 통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조금 
당황스러웠으나 이러한 경험 역시 다른 기업 인턴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이색적인 업무수행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덕에 비즈니스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었던 점 역시 OO참여기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또한 OO참여기업 사무실이 Wework로 이사간 후에 멋지고 
쾌적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업무에 임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업무 특성상 외국의 현지 직원들과 소통해야 할 일이 잦은 탓에 전반적인 
업무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렸다는 점입니다. OO참여기업 그룹의 규모에 비해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홍보팀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인턴 초장기에 살짝 놀라웠습니다. 만약 OO참여기업 
사무실 내에 코치 역할을 해주실 마케팅 중간관리자가 계셨다면 좀 더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새삼 사수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특징 덕에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업무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여러 실무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밖에 짧은 기간 동안 친절하게 저희를 잘 챙겨 주신 인사부장님과 다른 직원분들께 감사했던 
인턴십이었습니다. 인턴 종료 후 향후 OO참여기업에서 인턴 연장 관련 제안이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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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마케팅·영업이 O O

인턴기간 2021. 9. 1 ~ 11. 30

기존부터 금융 영역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무엇보다 좋은 기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제 네트워크 회사 OOOOO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 
다소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금융 네트워크 영역에서 OOOOO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부족했던 개념과 지식에 보탬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OOOOO라는 회사는 크로스보더 사업이 주축이기 때문에 한국 결제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컨설팅이나,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출구전략으로서의 수익모델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이 부분에서 OOOOO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런 인사이트를 제안하는 단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의 영역의 
전체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더군다나 지금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지금 뜨거운 감자들인 분야들을 조사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특히 핀테크 영역에 있어서는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알게 된 것만 하더라도 크게 배웠다.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세션을 잡아주셔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성취는 금융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알게 된 점이다. 인턴을 하는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도움과 호의를 얻었다. 
전체적으로 직무교육부터 시작해서 인턴까지 이 모든 일련의 6개월 과정에 내게 정말 의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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