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ing in multi-language startup environment 
 
Introduction 

Freelensia is an online platform where companies can reserve language interpreters and tour guides for short-term 

events such as meetings, exhibitions and seminars. Our community is growing in Vietnam, China and Japan. 

 

Currently, we are recruiting Startup Specialist who will interact with interpreters and companies to provide and 

process information/documents in response to inquiries, requests and concerns about our services. The position 

will also offer man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explore in a variety of languages and cultures. 

 
Job description 

 Design flyer, banner, video, etc. 

 Create and run online marketing campaigns, write articles and publish on our social media channels 

 Conduct sales towards our clients and manage interpretation events via e-mail, phone and chat 

 Translate our website, emails and marketing content 

 Website development (back end, front end, system) 

 Build and analyze data with Excel, Google Sheet, Power Query, SQL database 

 Improve our business processes, conduct specialized research and other tasks 

   

Requirements 

 Fresh graduate from universities in Vietnam   

 Willing to do any and all of the above when required (all levels welcomed) 

 Cheerful and optimistic  

 Do not be afraid to challenge, always willing to experience 

 Will to use foreign languages at work (all levels welcomed) 

 Can use own laptop, smartphone and 3G for work 

 
Compensations and benefits 

 Fixed remuneration of VND7,000,000/month, with allowance for language skills and monthly bonus of 0 - 

20% based on performance (we have a clear system to figure out the remuneration). 

 Chance to use and improve your foreign language skills 

 Improve your critical thinking, data analytics, project management and other startup skills  

 For candidates living in HCMC, you can work in our office in beautiful Phu My Hung. For other candidates, 

you can work anywhere, anytime. 

 
Application 

Submit your application at: https://link.freelensia.com/careers-join  

Visit our website at: https://www.freelensia.com/  

  



 

 

다언어 창업 환경에서 근무 기회 

소개 

Freelensia 는 기업들이 회의, 전시회 및 세미나 등과 같은 단기 이벤트를 위해 통역사와 여행가이드를 

예약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당사는 베트남, 중국 및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서비스에 대한 문의, 요청 및 우려에 관련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고 처리하기 위해 통역사 

및 기업과 소통을 담당할 창업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업무내용 

 마케팅 전단지, 배너, 비디오 등의 디자인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 작성 및 실행, 소셜 미디어 채널에 기사 게시 

 대고객 영업, 및 이메일, 전화나 채팅으로 통역 이벤트 관리 

 웹사이트, 이메일 및 마케팅 컨텐츠 번역 

 웹사이트 개발 (백엔드(back-end), 프론트엔드(front-end), 시스템) 

 Excel, Google Sheet, Power Query, SQL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작성 및 분석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전문연구 및 기타업무 실행 

자격요건 

 베트남 내 대학교 새 졸업생 

 상기 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자 (all-level 환영함)쾌활한 성격에낙관적인 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자업무중 외국어 사용을 원하는 자 (all-level) 

 본인 소유의 노트북, 스마트폰 및 3G 데이터를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 

보상 및 혜택 

 고정월급 700 만동, 언어 능력 수당 및 성과에 따른 0~20%의 월간 보너스 (당사내 명확한 

급여계산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외국어 능력 사용 및 향상의 기회 

 비판적 사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및 기타 스타트업 기술 향상의 기회 제공 

 호치민시에서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당사의 아름다운 푸미흥 사무실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지원서 제출 https://link.freelensia.com/careers-join  

당사 홈페이지: https://www.freelens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