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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트래블이지, KoreaTravelEasy 

Your KOREA TRAVEL made EASY! 
A free and easy ONE-STOP SERVICE for traveling in KOREA! 

https://www.KoreaTravelEasy.com 

Company Introduction  

Ø KoreaTravelEasy (코리아트래블이지) 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한국여행상품 Online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Ø 즉, 한국방문 외국인 자유관광객을 위한 Activity/Tour등의 Online 예약 커머스 및 O2O 서비스

를 하는 여행 커머스 플랫폼인 관광 IT 스타트업 입니다.  

Ø 여행을 좋아하는, 외국인/동남아시아를 유달리 좋아하며, 다양한 글로벌 문화에 유연하며 외국인

과 소통할 수 있는, IT와 관광을 융합할 수 있는 아시아 관광객 대상 큰 vision을 갖고 있는, 현

재 성장하고 있는 / 큰 성장이 가능한 스타트업 입니다 

Ø 2016년 7월 Beta service를 시작으로, 꾸준히 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수차례 

선정되어 초기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해외 미디어에 기사 보도 및 외국인 고객으로부

터 좋은 리뷰와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Ø 초기 멤버로서 그냥 직원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회사와 함께 크게 성장하고 싶은 vision과 

목표를 가지신 분 환영합니다 

Ø 동남아시아 (Singapore, Malaysia, Philippine, Indonesia 등)에 대해 Market trend를 아시는 분, 

유학생, 주한외국인, 여행 커뮤니티/블로그 운영 경험자 모두 환영합니다.      

Ø Website: www.KoreaTravelEasy.com  

Ø Facebook Page: www.fb.com/KoreaTravelEasy  

 

Job Position  

Ø Customer Operation Service Manager (고객 운영 서비스 매니저) –영어로 업무 진행  

l 업무  - 고객상품 Order 관리 및 파트너 주문, 여행일정 바우처 작성 

- 외국인 여행자 고객 요청사항 대응 및 고객 CS 관리   

- 고객과 함께 소통하며 니즈 분석 및 경험 관련 인사이트 축적 및 공유  

- 사업 관련 포괄적 운영 업무  

l 자격  - 영어로 고객 대응 (읽기/쓰기) 및 한국어로 파트너 대응 업무 가능 자 

- 한국여행, 맛집, 관광지 트랜드의 경험&지식 보유. 한국여행상품 기획경력자 우대   

- 중국어 또는 다국어 가능 자 우대  

-  e-Commerce / 여행사 온라인 시스템 사용자 근무경험 우대  

- 능동적, 꼼꼼함. 성실함, 멀티task. 사무기본 능력 (Office, Internet, Photoshop등) 

 

Ø Contents Creation Manager (한국 여행상품 콘텐츠 작성, 개발) –영어로 콘텐츠 작성    

l 업무  - 한국여행상품 콘텐츠 개발, 작성 & 포스팅, CM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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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 작성 및 Social Network Service 운영 & 마케팅  

- 한국 파트너 제휴업체/방한 외국인 트랜드 관리 & 시장조사 

l 자격  - 여행상품 소개, 콘텐츠 글쓰기에 자신 있는 분 

- Blog (WordPress) 및 Social Network Service (Facebook, Instagram) 운영 경험 

- 영어로 Blog 쓰기 자신 있는 분.  중국어 또는 동남아 특수어 가능자 우대  

- 한국 여행, 맛집, 관광지의 경험&지식 보유. 사무기본능력 (Photoshop, Office, Internet 등)    

- 한국 여행상품 기획 경력자 우대.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편집 가능자 우대.   

- 동남아 트랜드/외국인 커뮤니티 사용자/운영자 우대. 주한 외국인 우대   

- 원격 근무, 파트타임 가능   

 

 

Ø 이외 외국인 고객 대응 part-time job 인턴 – 영어 필수, 주한 외국인 우대    

 

 

Contact Information    

Ø 성별, 국적 무관 / 경력, 신입, 인턴(성과에 따라 정규직가능) / 계약직, 정규직  

Ø 연봉 협상 가능 / 정규직-4대보험 / 중식, 무한 차 & 커피 & 간식 제공  

Ø 원격/유연 근무 가능. (10am~7pm)  

Ø 자율적인 수평문화 /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경험 가능    

 

l 지원 방법:  Resume & CV  (영문이력서와 자기소개서) email 로 송부  

l 마감: 2017/06/06 (채용 시 조기 마감)  

 

Ø Email: hr@KoreaTravelEasy.com   

Ø 문의: +82-10-2246-6474 

Ø 근무지: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2호선 건대입구역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