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로스 주식회사

2019년 하반기 인턴사원 채용
인크로스는 2016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으로, 디지털 매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매체 광고
영업 및 운영을 대행하는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사업과 국내 최초의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 플랫폼 ‘다윈(Dawin)’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크로스와 함께 디지털 마케팅 리더로 성장해 나갈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동영상 광고 분야에
열의가 있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립니다.

2019. 06. 10
~ 2019. 06. 17

No.1 Digital AD Company

인크로스 주식회사
2019년 하반기
인턴사원 모집
2019. 06. 10 ~ 2019. 06. 17
◈ 모집 분야 및 자격요건

광고
디지털미디어플래너
(AE)

온라인/모바일
매체 광고 운영

지원
광고시장 정보
분석 및 매출분석

HR 업무 운영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미디어 플래닝
모집분야에

-광고 캠페인 관리/

대한 설명

매체집행/결과분석

-온라인 광고 매체

-온라인/모바일/

광고 운영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광고시장
분석 및 광고매출 분석

-인사업무(기획,운영,교육
등)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
‘다윈(Dawin)’

자격 요건

-4년제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자
-커뮤니케이션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능숙자
- 광고, 홍보, 미디어 관련
전공자

우대 사항

- 영어, 중국어 능통자
- 모바일/온라인 광고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

모집인원
인턴근무

- 구글/페이스북 등 온

- 온라인 광고에 대한

라인 광고매체 이해도

이해도

- HR분야에 대한 관심

- 검색광고에 대한
이해도

- 상경계열 및 통계학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공자

00명
6개월 : 2019년 7월 ~ 12월

6개월 : 2019년 7월 ~12월

☞인턴기간 종료 후 평가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직무체험형 인턴

◈ 지원 방법
- 지원기간 : 2019년 06월 10일(월) ~ 6월 17일(월)
- 지원방법 : 당사 홈페이지(www.incross.com)에서
신입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 (recruit@incross.com)

◈ 전형 절차

>
서류전형

실무 / 임원면접

>

최종합격

담당자 : 경영지원실 인사지원팀 채용담당 (02-3475-2850 / 이메일: recruit@incross.com)

No.1 Digital AD Company

인크로스 주식회사
2019년 하반기
인턴사원 모집
Q&A

◈ 인크로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인크로스는 2007년에 설립된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으로, 디지털 매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매체 광고
영업 및 운영을 대행하는 미디어렙 (Media Representative) 사업과 국내 최초의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 플
랫폼 ‘다윈(Dawin)’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6년 10월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완료하
였습니다.

◈ 미디어플래너는 무슨 일을 하나요?
광고대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하고 전략적인 광고물을 기획, 제작하는 일을 한다면 미디어렙의 미디어 플래너
는 광고물을 어느 매체에 전달하면 효과적일지 기획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광고주는 광고예산의
대부분을 광고 매체비로 사용하는 만큼, 최적의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해서 구매합니다. 광고주
의 광고 캠페인이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고 매체를 구매하고, 운영하고, 분석하는 것이 미디어 플래
너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매체의 소비가 늘어난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플래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 플랫폼 ‘다윈(Dawin)’은 무엇인가요?
애드 네트워크(AD Network)란, 다양한 광고 매체들에 동시에 광고를 집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수의 개별 매체를 하나로 묶은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다윈은 그 중에서도 동영상 매체들을 묶은 동영
상 애드 네트워크로, 국내에서는 인크로스가 2013년에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 시청 전 15초 가
량의 동영상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프리롤(Pre-roll) 광고가 바로 다윈에서 송출되는 동
영상 광고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윈은 주요 포털 사이트, 동영상 전문 매체, 지상파, 종편 콘텐츠
까지 다양한 매체들과 제휴를 확대하면서 국내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 1위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