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에이전시의 차세대 모델, 

로서 시장을 선도합니다.아지앙스는 아시아 최초의 브랜드테크 파트너

Looking for


Digital Strategy 

Consultant (Internship)

ASIANCE  RECRUITMENT

브랜드테크  란?


브랜드테크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브랜드가 갖추어야 할 


기술 기반 솔루션을 뜻합니다.


아지앙스는 지난 2020년,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 단계 더 진화된 비지니스 파트너 모델 


“브랜드테크 파트너”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아지앙스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탁월한 네트워크와 

영어, 불어, 한국어, 일본어를 모두 구사 


인터내셔널 팀을 자랑합니다.

International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아지앙스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열려있는 환경을 추구합니다.

Dynamic

행복한 직원이 일도 잘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아지앙스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Work-Life Balance

17년간 쌓아 온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합니다.

Development

Requirem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Digital Strategy Consultant (Internship) in Asiance :

아지앙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UX 패러다임에서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함께 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変化して行くデジタルUXパラダイムの中で、多様なデジタルプロジェクトを担う人材を募集しています。

뉴리즈 개발과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디지털 컨설턴트로 참여

(고객사 미팅, 예산 측정, 제안서 작성, PT 발표)

新規クライアントの開拓：クライアントとのミーティング、提案書作成、業務遂行

서울과 도쿄의 구성원들과 협업하여 고객사를 위한 흥미로운 프로젝트 진행

ソウルと東京オフィスのメンバー間で協力し、クライアントのプロジェクトを遂行 Maintain 

고객사, 파트너, 동료와의 능숙한 커뮤니케이션

既存クライアントとの進行中のプロジェクトの管理

디지털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립

新規開拓、既存プロジェクトのコンサルティングのサポート

브랜드 컨텐츠 및 디지털 솔루션 계획 수립 및 개발

様々なブランド、業界に対するデジタルマーケティング企画や戦略のサポート 

소셜 미디어 채널 분석

SNSチャンネルの運用と分析

디지털 광고 운영 및 관리 

クライアントやパートナー企業、メディアプラットフォームと連携し、Facebook, Twitter, Line, YouTube等のチャネルを介 
したコンテンツ配信のサポート

일본어와 영어 콘텐츠를 제작, 업데이트 및 교정

日本語と英語でのコンテンツ作成と校正

Qualification

자격요건 :

원어민 수준의 일본어 / 비지니스 레벨의 영어 구사 능력

ネイティブレベルの日本語・ビジネスレベルの英語力

독립적으로 근무 가능하면서 팀의 구성원으로 협업 가능한 자

チーム単位で働ける協調性と独立した判断能力

뛰어난 커뮤니케이션과 문제 해결 능력

優れたライティング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ロジカルな問題解決力

MS Office 사용 능숙자

を扱うことが出来る

일본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마켓에 대한 넓은 지식 보유

アジア、特に日本のデジタル環境の知識、及びマーケットトレンドに関する観察能力

우대 사항 :

소셜 네트워크, SEO, SEM, e-commerce, luxury industry, retail 및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이해력

デジタルメディア・SNS・SEM・ラグジュアリー品に関する経験。グローバルブランドに関する知見。

福祉

연 1회 보너스 지급
年１回ポーナス

해외 워크샵
海外ワークショップ

 매월 생일파티
毎月の誕生パーティー

자유로운 연차휴가
自由な連休使い

매주 수요일

자율 재택근무

週水曜日の在宅勤務

매월 마지막 금요
일 4시 퇴근

毎月最終の金曜日に４時
退勤

장기근속자 포상 및 

유급휴가

永年勤続者への褒美と有
給休暇

구정 및 추석 
상품권 지급

正月とチュソク(連休に
商品券支払い

勤務方法

근무시간
勤務時間

근무일
勤務日

회사 위치
住所

9 : 30 ~ 18 : 30

(昼食時間 12: 30 ~ 13: 30)

월요일 ~ 금요일

月曜日 – 金曜日

서울시 중구 정동길 33, 신아기념관 4층

ソウル市チュン(中)区チョンドンギル33 

、シンア記念館4階

応募方法

こちら のリンクを通じて韓国/英語の履歴書、カバーレター、ポートフォリオを提出

여기 링크를 통해 국/영문 이력서, 커버레터, 포트폴리오 제출  応募

内部からの書類検討
내부 서류 심사 후 적격 여부를 판단書類選考

１次面接 →２じ面接
1차 면접 후 2차 면접 진행面接

年俸交渉と評判問い合わせ
연봉협상 및 평판 조회年俸交渉と評判問い合わせ

合格あと、入社時期調律と入社
합격 후 입사 시기 조율 및 입사入社

https://forms.monday.com/forms/97b82557b41fdb05c25ea4688236dcce?r=use1.
https://forms.monday.com/forms/97b82557b41fdb05c25ea4688236dcce?r=us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