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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I 커뮤니케이션팀 인턴 채용공고 

 

 

HG Initiative(이하 HGI)에서 커뮤니케이션팀 인턴을 모집합니다. 

 

HGI 소개 

HGI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임팩트 투자사

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hginitiative.com/) 

 

변화되는 환경 하에서 HGI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커뮤니케이션팀 인턴을 모십니다. 

 

1. 모집 대상  

• 직책 : 지원본부 커뮤니케이션팀 인턴 

• 인원 : 1명 

2. 주요 업무 

• 사내 커뮤니케이션 : 임팩트 투자와 관련한 기사, 정보를 가공하여 공유합니다. 

• 리서치 업무 지원 : 임팩트 분야의 동향, 사회 문제 현황 등 리서치 업무를 지원합니다. 

o DBR 작성 사례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임팩트 투자 https://bit.ly/3ubSl6W 

- 에너지 업계의 기후 위기 대응 동향 https://bit.ly/3KgOrPM  

- 패션 업계의 기후 위기 대응 동향 https://bit.ly/3JdkMFS 

• 플랫폼 기획 보조 : 홈페이지, SNS 채널 기획 운영 관련 데이터 리서치, 요약 등을 수행합니다. 

• 콘텐츠 시안 제작 : 텍스트 및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3. 자격 요건 

• 임팩트 비즈니스, 사회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잠재적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열정 

• 다수 이해관계자와 원활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 

• 국·영문 아티클 해석 및 리서치 능력 

•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경험 

4. 근무 형태 

• 근무 형태 : 인턴 

• 근무 기간 : 근무 시작일 기준, 최대 3개월 이내 협의 / 근무 시작일은 5월 16일(월)~23일(월) 사이 협의 

• 급여 조건 : 협의 후 결정 

• 근무 장소 : 서울 성동구 뚝섬로 1나길 5,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G203호 

• 근무 시간 : 10~19시(월~금, 주 40시간) 

http://www.hginitiative.com/
https://bit.ly/3ubSl6W
https://bit.ly/3KgOrPM
https://bit.ly/3JdkM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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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 방법 

• 접수 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19시 마감 

• 접수 방법 : 이메일 (recruit@hginitiative.com) 

• 제출 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포트폴리오(선택) *1-2) 모두 국·영문, 자유 양식, PDF 파일 형식 

• 면접 일정 : 2022년 4월 27일(수)~29일(금),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6. 기타 사항   

•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ontact : HGI 리크루팅팀 (recruit@hginitiative.com) 

mailto:recruit@hginitiativ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