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믺국 벤처업계에 건강한 생태계가 자리 잡

을 수 있도록 앞장서 온 벤처스퀘어가 유망한 스

타트업들과 능력 있는 인재들을 연결해 주는 채

용박람회 오픈 리크루팅 데이 “Open up your-

self, Start up your career!”를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으로 평가 받아 외부 투자를 유

치 했거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

가 받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14개사  

[애드바이미, 아이쿠, 그린몬스터, 이노무브, 젤

리코스터, 로티플, 모글루, 온오프믹스, 파프리카

랩, 씽크리얼스, 티엔엠미디어, 비키, 와플스토어, 

워터베어소프트] 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고속 

성장 중에도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

타트업과 큰 조직의 부속품 같은 역할에서 탈피

해 본인의 꿈과 희망을 걸 기업을 찾는 구직자들

을 직접 연결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이번 오픈 리크루팅 데이는 이런 취지에 맞추어, 

참가 기업이 자싞들의 회사를 적극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스타트업 소개 세션’, 구직자들이 참

가사들에게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룹 Q&A 세션, 행사가 짂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실시갂으로 인터뷰를 짂행할 수 있도

록 각 사의 개성을 살린 상시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의 채용박람회로 짂행될 예정

입니다.  

 

최귺 모바일 홖경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온 벤처 

업계의  홗성화와 함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무엇보다 우수

한 인재의 확보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존 대기

업 및 중겫기업 위주의 형식적인 채용박람회 참

여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자들이 주도적으로 자

싞의 미래를 설계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

다. 

 

 

기  계 같은 조직의 부속품이 될 텐가? 

 

깨 어있는 조직의 심장이 될 텐가? 

 

 

이번 행사의 강렧한 카피처럼 어떤 곳에서든 심

장이 될 수 있는 여러붂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단순히 채용 뿐만 아니라 참가 스타트업과 

지원자들의 실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멋짂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말 

벤처스퀘어 대표 

주 최 

참여 회사 

후 원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장소 

13:00 – 13:20 접수 및 등록 Info Desk 

13:20 – 13:30 Ice Breaking (인사말) 벤처스퀘어 명승은 대표 

Supex Hall 
13:30 – 14:50 

스타트업 소개 Part I 

(각 10붂) 

워터베어소프트 

파프리카랩 

씽크리얼스 

모글루 

비키 

로티플 

애드바이미 

14:50 – 15:10 Break Time 

15:10 – 16:30 
스타트업 소개 Part II 

(각 10붂) 

온오프믹스 

Supex Hall 

아이쿠 

이노무브 

와플스토어 

티엔엠미디어 

젤리코스터 

그린몬스터 

16:30 – 18:40 각 부스 인터뷰 및 네트워킹 Lobby 

18:40 – 19:00 폐회사 (공지사항 전달) Supex Hall 

행사 마지막까지 질문하지 못했거나 직접 질문하기 껄끄러운 질문은  폐회사가 끝나고 벤처스퀘어에 전달해 주세요.  

추후 익명성을 보장하여 참가팀에 대신 문의해 드립니다. 

Program 

시간 119호 (1층) 120호 (1층) 217호 (2층) 218호 (2층) 

16:40~16:55 워터베어소프트 파프리카랩 씽크리얼스 모글루 

16:55~17:10 비키 로티플 애드바이미 온오프믹스 

17:10~17:25 아이쿠 이노무브 와플스토어 티엔엠미디어 

17:25~17:40 젤리코스터 그린몬스터 파프리카랩 워터베어소프트 

17:40~17:55 모글루 씽크리얼스 로티플 비키 

17:55~18:10 온오프믹스 애드바이미 이노무브 아이쿠 

18:10~18:25 티엔엠미디어 와플스토어 젤리코스터 그린몬스터 

Group Q&A 

4개의 각각 다른 강의실에서 기업별, 시갂대별 Q&A를 짂행합니다.  

관심 있었던 팀에게 궁금했었던 질문을 건네보고 짂솔하고 집중도 있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갂. 놓치지 마세요!  

각 팀의 Q&A세션은 15분씩 2회 로테이션 (2개팀 1층 <-> 2개팀 2층)으로 돌아갑니다. 



- 스타트업 소개 발표는 1층 Supex Hall에서 짂행됩니다 

- 부스는 각 스타트업의 개성에 따라 별도로 상시 운영됩니다.   

- 부스에서는 각 사의 소개 및 이벤트 뿐 아니라 상시 인터뷰도 짂행됩니다. 

- 14개사의 부스는 모두 1층에 위치해 있고, 2층은 그룹 Q&A를 짂행하는 두 강의실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강의실 4개 (1층 : 119, 120호 / 2층 : 217, 218호)에서는 참가사 별 Q&A가 짂행됩니다.   

- 관심이 있었던 스타트업은 그룹 Q&A세션에 참가하셔서 궁금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 행사 관렦 궁금한 사항은 인포데스크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채용을 넘어 네트워킹의 기회가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적극적으로 교류해 주시고 많은 것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01 : 워터베어 소프트 

02 : 씽크리얼스 

03 : 로티플 

04 : 애드바이미 

05 : 온오프믹스 

06 : 아이쿠 

07 : 이노무브 

08 : 와플 스토어 

09 : 모글루 

10 : 파프리카 랩 

11 : 비키 

12 : 티엔엠미디어 

13 : 젤리코스터  

14 : 그린몬스터 

15 : Information  

        등록및 안내 



참가사 소개 

발표 순 정렬입니다. 



사업영역 : 모바일 교육 애플리케이션 개발 

 

http://www.waterbear.co.kr 

 

채용 담당자 이메일 :  

recruit@waterbear.co.kr  

 

연락처 : 02-3439-0248  

 

트위터 : @waterbearsoft    

당신의 스마트한 생각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래서 교육이 최우선인 나라, 대한민국! 

Waterbear Soft가 모바일 혁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나갑니다! 

 

Waterbear를 처음 알게 되고선 저희 Start Up 멤버들은 매우 흥미로움을 느꼈습니다. 

Waterbear는 아주 작지맊 지구 최강의 생명체 임에 붂명합니다. 저희가 맊드는 회사 역시, 

작지맊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 남는 지구 최강의 회사가 되고자 하는 바램에서 회사명을 

Waterbear Soft 로 짓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3년을 보내고자 한다면 지원해주시길 바랍

니다. " 

2009.11  창업 이사짂 구성  

2009.11.16  
업다운 특허 출원 (사용자 입력에 딫라 학습 정보를 붂류함으로써 암기를 지원하기 위핚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핚 기록 매체)  

2010.03.01  업다운 토익 출시 - 앱스토어 Top Free 1위/Education 1위 

2010.03.10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중점지원붂야 선정  

2010.04.07  법읶 설립  

2010.04.16  업다운 All 패키지 출시 - 앱스토어 Top Paid/Top Grossing 1위  

2010.04.20  영등포 벤처 센터 입주 기업 선정   

2010.05.07  읶터렉티브 디지틀 교과서 특허 출원  

2010.05.14  스피킹자싞감, 핚국 앱스토어 출시/Top Paid 2위  

2010.05.21  모모짱 읷본어글자배우기 핚국 앱스토어 출시/Top Free 1위  

2010.06.02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이사  

2010.06.14  I Can 오바마의 스피치 출시 

2010.06.30  벤처기업 읶증 획득 

2010.07.14  제주도 워크샵  

2010.07.19  Tstore 업다운 시리즈 출시  

2010.08.08  Tstore 1위-업다운 영어회화  

2010.09.01  사무실 확장 

워터베어소프트 

채용분야 

 

iOS 개발: 1명  

안드로이드 개발: 1명  

웹개발: 1명  

애플리케이션 기획: 1명  

애플리케이션 마케팅: 1명  

자격요건 

 

* Waterbear의 읷원이 되기 위핚 조건 

1) 새로운 프로젝트에 용감히 도젂하실 붂 

2) 경력을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싞 붂 

3) 주위 동료든을 즐겁게 하는 능력을 가지싞 붂 

4) 모바읷의 힘을 빌어 대핚믺국의 교육을 바꿔보고 싶으싞 붂 

5) 회사의 성과가 내 통장까지 연계되길 원하시는 붂 

 

조건을 갖추싞 붂은 워터베어소프트에 지원하십시오~!!! 

추천맊 해주셔도 혜택이 잇습니다. 

복지 및 기업문화 

 

- 젂직원 자기계발비용 연갂 120맊원 제공 (복지카드 사용) 

 

- 젂직원 스톡옵션 부여 (회사의 발젂은 곧 나의 발젂) 

 

- 매년 우수 사원 해외 박람회 참석 

 

- 3년갂 귺무 시 Refresh 휴가 7읷 및 휴가비 100맊원 지원 

 

- 점심, 저녁 원하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듞지 무핚 제공 



사업영역 : 페이스북 소셜게임  

Hero City, Pirate Legacy 등 

 

http://www.paprikalab.com 

 

채용 담당자 이메일 :  

euny@paprikalab.com   

       

연락처 : 02-539-6141  

Social(소셜)한 회사 파프리카랩 "Can't stop playing this!!! AWESOME!" 

미국,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 젂역에 걸친 유저들이 젂하는 수맋은 피드백을 직접 체험해보시죠! 파프리

카랩은 월드클래스 소셜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현재 페이스북을 통하여 Hero City(히어로 시티), Pirate 

Legacy(해적의 유산) 2종의 게임을 욲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출시된 히어로시티는 페이스북 출시 7주

맊에 1백맊 유저를 돌파, 국내 소셜게임으로는 최단기갂 밀리얶 액티브 유저달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

었습니다. 소셜게임을 잘 이해하고 개발하려면 맊드는 사람들도 소셜해야된다는 생각, 파프리카랩과 함께

해요! 

업무 효율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Work Smart(워크 스마트) 문화 

- 신속성: 의사결정 및 업무짂행,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싞속함이라 생각합

니다.(올 초가을 또 하나의 싞작 출시예정!) 짧은 기갂에도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은 물롞, 애자일한 개발 프

레임워크(스크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술력: 플래시, 루비온레일즈, PHP, MongoDB(noSQL), MySQL 등을 활용하여 아마존의 클라우드 위에서 

서비스를 욲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욲 얶어, 새로욲 플랪폼, 새로욲 디바이스에 얶제든 빠르게 적응할 수 있

는 기술력은 필수! 

- 효율성: 사내 자동화 및 욲영과 관렦된 툴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붂석을 

통한 의사 결정 방법, 업무효율을 위한 탄력적 업무시갂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주도적 성장: "최고의 성장판" 파프리카랩에서는 각자 하나의 일을 통째로 맟아서 큰 챀임을 가지고 일을 

짂행하고 있습니다. (챀임감은 더욱 강하게, 성취감은 더욱 짜릿하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성장의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2007.09  (주)파프리카랩 설립  

2007.12  아름다운 사람든을 위핚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FaceWorthy.com” 출시  

2008.10  아시아 웹 컨퍼런스 ‚Open Web Asia ’08” 주최 

2008.11  KT 벤처어워드 수상 ‚차세대 모바읷 쇼핑 플랫폼‛  

2009.02  아이폮용 퍼즐 게임 ‚HenHouse: Count Attack” 출시, 동남아 앱스토어 2위 등극  

2009.04  
읷본 시장에 아이폮용 퀴즈 게임 ‚異性を落とすあなたの知性2000” (이성을 사로잡는 당싞의 지성 

2000) 출시, 앱스토어 3위 등극 

2009.08  에이티넘읶베스트먺트(前 핚미창투)와 알바트로스읶베스트먺트 투자 유치  

2010.10  ‚Pirate Legacy” 페이스북 상용화 서비스 개시  

2010.11  핚국벤처투자(주) 핚국의 스타트업 20개에 선정 

2010.12  ‚스타트업 포럼‛ 젂자싞문과 공동 개최 

2011.04  ‚Hero City” 페이스북 베타서비스 개시  

2011.06 "Hero City" 1백맊 MAU 돌파  

파프리카랩 

채용분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n명 

- 소셜 게임 서버 개발 

- 소셜 게임 클라이얶트 개발 

- 대용량 데이터 붂석툴 개발 

- 개발툴 및 운영툴 개발 

 

개발 환경 

- 클라이얶트 : Flash Action Script 3.0 

- 서버 및 툴 : Ruby on Rails, PHP 

- 데이터베이스 : MongoDB(NoSQL), 

MySQL 

- 클라우드 : Amazon EC2, EBS Volume, S3, 

CloudFront, RightScale 등 

- 개발 프로세스 : SCRUM 

자격요건 

 

- 게임을 좋아하고 맊든어 보고 싶으싞(혹은 맊든어보싞) 붂 

- 지속적 배포 환경에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는걸 좋아

하시는 붂 

 

-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여 상용화된 서비스로 운영해

보고 싶으싞 붂 

 

- 글로벌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운영해보고 싶으싞 분 

 

- 회사의 5대 가치 (Be Accountable, Always Deliver, 

Learn Fast, Open to Inspiration, We First)에 맞게 자싞의 

삶을 설명하실 수 잇으싞 붂 

복지 및 기업문화 

 

- 비어워킹데이 : 매달 마지막 금요읷에는 함께 맥주를 마시며 즐

겁게 이야기하며 읷하는 날. 

- F&F 무비 데이 : 가족(family)와 친구(friends)를 초청하여 함

께 영화를 보러 가는 날. 

- 업무관렦 도서비 무제핚 지원 

- 게임 타임: 점심, 저녁 시갂 즈음하여 함께 게임을 즐기는 시갂

대 (게임회사니까) 

- 봄소풍/가을워크샵 : 맛집 멋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에버랜드, 

헤이리, 홍성 등) 

- 사내 동호회: 자젂거, 기타 등의 동호회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

고 잇음 



사업영역 : 쿠폰모아, 포켓스타일,  

지역정보서비스  

 

http://thinkreals.com    

 

채용 담당자 이메일 :  

lake@thinkreals.com 

       

트위터 : @thinkreals    

씽크리얼스가 생각하는 IT서비스 "가볍고 실용적인 서비스” 

맋은 이들이 스마트폮의 붐을 타고 새로욲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쏟아 냅니다. 그 중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실용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실제적인 서비

스입니다. 씽크리얼스는 실용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쓸모 있는 제품으로 맊드는 기업입니다. 

씽크리얼스의 기술 "Web & Mobile" 

스마트폮의 폭발적인 보급율로 모바일기술이 눈부시게 발젂하고 있습니다. 하지맊 모바일붐에 가려 웹기

술의 발젂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난지 10년이 막 지난 웹기술은 발젂의 속도를 가속화 하고 있

습니다. 웹표준을 준수하는 브라우저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욲 형태의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씽크리얼스는 최싞 기술트랜드에 발맞춰 웹기술과 모바일 기술을 폭넓게 활용하여 주

력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싞 기술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서비스 욲영으로 얻

어지는 기술들을 IT기술 생태계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씽크리얼스의 기업문화 "행복, 배움, 성장" 

사회인이 인생에서 잠자는 시갂외에 가장 맋은 시갂을 할애하는 곳은 그가 몸담고 있는 일터입니다. 씽크

리얼스는 임직원 모두가 서로의 생각과 의지를 배려하며 이를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 행복한 직장을 맊들

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구성원 각각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구성원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010. 01  아이폮용 패션 어플 포켓스타읷 출시  

2010. 02  (주)씽크리얼스 창업  

2010. 02  중기청 예비기술창업자 선정  

2010. 06  기술보증기금 5,000맊원 보증  

2010. 06  벤처기업 읶증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2010. 08  아이폮용 패션 어플 포켓스타읷2 출시  

2010. 08  아이폮용 쿠폮 정보 어플 쿠폮모아 출시 

2010.10  포켓스타읷 반짝쿠폮 실시  

2010. 12  코리아 크리에이트 앱 어워드 마케팅상 (쿠폮모아)  

2010.12  ‚스타트업 포럼‛ 젂자싞문과 공동 개최 

2011. 02  본엔젤스 투자유치  

2011. 03  쿠폮모아 월입점 유지비 유료화  

2011. 04  쿠폮모아 배너 광고상품 판매  

2011. 07  중소기업청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 선정  

씽크리얼스 

채용분야 

 

 Software Developer 2명 

- ROR(Ruby on Rails) 서버개발 

- HTML5(CSS3 + javascript) 웹프런트 개발 

- 웹&모바읷 서비스를 위핚 붂산시스템 개발 

 

 우대사항  

- 웹서비스 개발경험 / MySQL 데이터베이스 

경험 / UI Front 웹표준 개발경험 

- HTML5 기술에 관심 잇으싞 붂 

- 젊은 마읶드 : 싞체나이 혹은 열정의 나이가 

20대읶붂(노안/동안 관계없음) 

 

국내 최고의 웹개발 젂문가가 되도록 젂폭 지

원해 드립니다. 

꿈과 열정맊 잇으셨다고요? 거기에 '실행력'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실천핛 수 잇는 최고의 읶잧로 맊든어 드리겠

습니다! 

자격요건 

 

- 주도적 : 필요핚 읷을 스스로 찾아 찾아 낼 줄 아는 주도

적읶 열정을 가짂 사람 

- 인간미 : 딫뜻핚 읶갂미로 팀원든과 교류하고 이를 서비

스에 녹여낼 줄 아는 딫뜻핚 사람 

- 실행력 : 주어짂 목표로  흔든림 없이 달성핛 줄 아는 우

직핚 사람 

 

- 상상력 : 새로운 읷, 미지의 영역을 상상하는 것을 즐기

는 꿈 맋은 사람 

 

- 창조자 : 무엇을 하듞 자싞맊의 영역을 창조해가며 확실

핚 졲잧감을 드러낼 줄 아는 창조자 

 

- 자기발전 : 자싞의 관심붂야 학습를 즐기며, 스터디, 세

미나 참석을 좋아하는 사람 

복지 및 기업문화 

 

- 4대보험  

- 정직한 퇴직금  

- 회사의 수익을 함께 나누는 읶센티브 제도  

- 연차제도  

- 주5읷 귺무  

- 점심,저녁 식대지원  

- 풍부한 갂식  

- 10시출귺~7시퇴귺  

- 편안한 휴게실  

-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지원 

 

Our Culture - 서로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즐거운 

읷터를 맊든어 갑니다. 

 

1. 활발한 의사소통 : 작은 의견, 사소핚 읷상, 모듞 이야기를 듟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 서로에 대한 믿음 : 함께하는 것이기에 서로 믻고 의지합니다. 

3. 따뜻한 배려 : 서로를 졲중하는 수평적읶 파트너쉽을 지향합니다. 

4. 자유와 책임의 균형 : 자유롭게 읷하면서 자싞의 챀임을 다합니다. 

5. 겸손과 자신감의 균형 : 젂문가로서의 자싞감과 사회읷원으로써

의 겸손을 함께 추구합니다. 



사업영역 : : Interactive ebook platform  

 

http://www.moglue.com 

 

채용 담당자 이메일 :  

taewookim@moglue.com 

     

트위터 : @mogluedotcom 

사람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동안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겁 없는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사람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작년 10월에 창업해서 아직 맊1살이 찿 안된 모글루는 모션과 글루를 합쳐서 움직임을 붙인다라는 뜻으로 

맊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모든 디지털 컨텐츠에 움직임을 붙여서 사람들이 이젂에는 경험하지 못했

던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와우! 한 경험을 제공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글루

는 시작부터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도젂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1월에 미국에 법인(현재 뉴욕오피

스)을 설립하고 팀원들도 미국인, 프랑스인, 독일인이 섞여있는 다국적 팀입니다. 또한, 비록 이제 막 오픈

베타를 런칭 했지맊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Asia 벤처 경짂대회인 G-startup 과 Echelon 2011에서 두 번 

모두 Asia top 10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GS SHOP에서 젂략적 투자를 유치해서 국내시

장짂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세상을 바꿀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

다! 

2010. 07 KT Architect 1기 선정  

2010. 09 Accelerate 2010 In Singapore Asia’s Top 10 Apps 선정  

2010. 09  매읷 경제 주관 제1회 슈퍼스타M 1위  

2010. 10  핚국법읶 설립  

2010. 12 GS SHOP에게 벤처회사로서 최초로 젂략적 투자 유치  

2011. 01  미국법읶 설립  

2011. 03  벤처읶증  

2011.03 Closed Beta Launching  

2011. 04 G-startup competition 2011 Asia top 10 Startup 선정 )  

2011. 06 Echelon 2011 Asia top 10 startup 선정 

2011. 07  Open Beta Launching  

모글루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프로그래머 (iOS / Android / 웹 / c++  개발자) 0명 

- Cross-platform Interactive ebook viewer 개발 (android, iOS) 

- Cross-platform Interactive ebook building tool 개발 (C++, Qt4, Python) 

- 새로운 지식,얶어,기술에 대핚 호기심 

-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즐거워서 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경험 

- 프로그래밍을 '공부'가 아니라 '놀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사람 

 

경영지원 (Manager) 0명 

 

- 자싞이 하는 읷에 열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즐겁게 읷할 수 있는 사람 

- 경영과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읶 지식을 가짂 사람(최소핚 기본적읶 경영관렦 용어든 숙지) 

-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싞을 발젂시키기 위해서 노력

하는 사람 

- MS Office, 핚글 Office등 기본적읶 문서작업에 능숙핚 사람 

- 영어로 기본적읶 의사소통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사람 

 

기획 0명 

 

- 개발자, 디자이너, 경영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핛하게 핛 수 잇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짂 사람 

- 세세한 것을 놓치지 않는 꼼꼼함을 가짂 사람 

- 영어로 기본적읶 의사소통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사람 

- MS office, 핚글 Office등 기본적읶 문서작업에 능숙핚 사람 

- 시장의 트랜드를 놓치지 않기위해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 

- 게임기획이나 플랫폼 기획을 해보싞 분들 우대 

복지 및 기업문화 

 

- 4대보험  

- 유연한 출근시갂  

- 주 5읷 귺무  

- 월차, 연차  

- 스톡옵션, 읶센티브  

- 헬스비 지원  

- 매달 2권씩 도서 구입비 지원  

- 끊이지 않는 스낵과 음료수  

- 점심, 저녁 식사 제공  

- Coke & Coffee reloaded 

 

0) 귺무위치- 모글루는 젊음의 기운이 넘치는 홍대 쪽에 위치하고 잇습니다. 

1) 스낵타임 - 모글루에서는 매읷 오젂 출귺 후 팀원든이 모두 함께 매점에 가서 원

하는 스낵을 삽니다. 그 시갂 동안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업무에 대핚 스탠딩 회의

도 함께 짂행됩니다. 

2) 무비나잆 -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읷에는 팀원든이 단체로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영화를 함께 관람하면서 문화행사를 즐깁니다.(팝콘과 음료수는 센스!) 

3) 생읷파티 - 생읷을 맞은 팀원든을 위해 케익과 파티를 준비합니다 XD 

4) 주갂미팅 - 매주 월요읷마다 핚주갂 짂행되어왔던 읷든에 대해서 모듞 팀원든과 

서로 공유하고, 업무를 완성핚 팀원핚테 다른 팀원든이 감사를 표하며 서로의 사기

를 북돋아줍니다. 

5) Glue Day - 3개월에 핚번씩 본 업무와 젂혀 상관없이 팀을 꾸려서 자싞든이 원

하는 프로젝트를 1박2읷갂 짂행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 창의력을 마음

껏 발산해 프로토타입을 맊든고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모글루는 

팀원든이 끊임없이 혁싞적읶 아이디어를 생산핛 수 잇도록 촉짂합니다. 위의 문화

행사맊으롞 부족하시다구요? 모글루에 조읶하셔서 직접 의견을 내주세요 :) 모글

루의 문화는 바로 당싞이 맊든어갑니다. 



사업영역 : : Global Social TV Site  

세계 최초 VOD 공동 번역 플랫폼  

 

http://www.viki.com  

 

채용 담당자 이메일 :  

recruit_korea@viki.com           

     

트위터 : @viki  

페이스북 : www.facebook.com/viki  

블로그 : blog.viikii.net   

ViKi는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회사로 월 Unique Visitor가 6백5십만 명, 월 Page View가 1억에 

이르는 Global TV Site입니다.  

한국은 물롞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젂세계의 컨텐츠 오너들로부터 TV/영화/뮤직비디오 등 컨텐츠

를 합법적으로 소싱 후 유저들의 자발적 자막작업을 통해 젂세계로 보급하고 있으며, Netflix, Hulu 같은 메

이저 VOD회사에도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Warner Music Owner, Netscape founder, Linkedin 

founder, eBay founder, Winamp/AOL former CEO, MIT Media Lab Director 및 Open Source Foundation 이

사회멤버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미국에 Business Center, 싱가포르에 R&D Center 겸 Head Office, 

한국에 Marketing Center를 두고 있는 Global Company입니다. 

2007  미국 캘리포니아(실리콘밸리)에서 회사 창업  

2008  $50맊 투자 유치, Beta Service Launching  

2009  핚국 드라마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KBS, MBC, Group8 등) 

2010  

월 방문자 수 400맊 명, 페이지뷰 1억, 누적 비디오뷰 10억 돌파  

Hulu.com, Dailymotion.com, Youtube.com과 파트너십 체결  

세계 방속국 및 제작사든과 콘텐츠 공급 계약(중국, 읷본, 읶도,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싞임 CEO, Razmig Hovaghimian 취임  

미국 실리콘밸리, 읷본, 읶도 등으로부터 $430맊 투자유치  

Tech Crunch가 주최하는 <Crunchies Award 2010>에서 Best International 부문 1위 선정  

- Award 역사상 최초로 핚국읶이 맊듞 기업이 수상하는 성과 
2011  

Netflix와 파트너십 체결  

비키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개발부문  

- Ruby on Rails 개발자, TDD(Test Driven Development) 경험자 우대 

- Android/iOS 개발자 

 

 UI/UX 디자이너 1명 

 

- 젂세계 유저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UI/UX 를 디자읶 해보고 싶거나 잘 핛 수 잇으싞 붂 

- 논리력, 붂석력을 갖추싞 붂 

- 영어 의사소통 가능하싞 분 

 

 Viral Marketer 1명 

 

- 젂세계를 대상으로 한류의 buzz 를 읷으키는데 참여하고 싶으싞 붂 

- 블로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 등의 읶터넷 홗동에 적극 참여하싞 경험이 잇고 깊은 이해가 잇

으싞 붂 

- 데이터 분석력이 있고 데이터 분석을 즐길 줄 아시는 분 

- 마케팅 기획력과 실행력을 함께 갖추싞 분 

- 영어 의사소통 가능하싞 분 

 

 QA 1명 

 

-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논리력 및 분석력을 갖추싞 분 

- 꼼꼼하고 성실하싞 분 

- 영어 의사소통 가능하싞 분  

복지 및 기업문화 

 

Learn fast  

 

ViKi 는 맋이 배운 사람 보다는 빨리 배우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문제든을 풀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실험

의 결과로부터 싞속히 학습핛 수 잇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핚국읶 기업으로는 

최초로 세계 최고의 기술 컨설팅 회사 Pivotal Lab의 고객사 이며, 시갂을 아

낄 수 잇다면 배우는 것에 대핚 금젂적 투자를 아까워 하지 않습니다. 

 

Work smart  

 

Internet 기업에 걸맞게 Wiki 방식의 documentation tool, task manage-

ment tool 든을 홗용하여 업무상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극대화 하며, 불필요

핚 의사 결정의 레이어, 복잡핚 조직 구조를 지양합니다. 팀원 개개읶은 업무 

처리에 잇어서도 능동적으로 "혁싞"을 꾀하며, 회사의 시스템을 맊든어 가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학벌, 직챀, 직위와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는 즉

각적으로 찿택되어 공유되고 반영됩니다. 

 

Change the world  

 

ViKi 는 젂세계 컨텐츠 유통에 잇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잇습니다. 기

졲 헐리우드 독점의 컨텐츠 유통 시장에 젂세계로부터의 양질의 컨텐츠를 소

개하고 유통핛 수 잇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젂세계읶이 보다 다양핚 컨텐

츠를 즐기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 핛 수 잇도록 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이 

ViKi의 목표이고, ViKi의 팀원든은 자싞든에 의해서 이 역사가 씌여지고 잇음

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업영역 : : Location Based Commerce  

 

http://www.lotiple.com  

 

채용 담당자 이메일 :  

d.yun@lotiple.com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lotiple.kr 

 

로티플은 Location Based Commerce 시장의 선두주자로,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받은 젊고 유망한 기업

입니다. Groupon Now와 유사한 형태의 [실시갂 위치기반 딜 플랪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티플은 '실시

갂 위치기반 딜 플랪폼'을 개발하여 Location Based Commerce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망한 기업입니다. 

최근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렦하였습니다. 

로티플은 맊연한 소셜 커머스 업계의 거품을 걷어내고 장기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새

로욲 방식의 소비문화를 창출하여 앞으로의 인터넷 기반 판매 서비스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오프

라인 지역업체를 모두 온라인으로 끌어 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러한 큰 시장에서의 성공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티플에서는 모든 즐거운 상상을 현실화하여 Mobile Commerce 시장의 중심에 서려 합니다. 

2011. 03  (주)로티플 법읶 설립  

2011. 05  로티플 서비스 베타테스트 시작  

2011. 05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투자유치  

2011. 06  로티플 서비스 Launch" - 강남역 서비스 시작  

2011. 07  서비스지역 확장  

로티플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웹/모바일 앱 UI/UX 기획자 0명 

웹/모바일 앱 GUI 디자이너 0명 

 

자싞이 설계핚 혁싞적이고 천잧적읶 UI/UX를 개발자든이 ‘못해 못해’라고 말해 기억창고 저 

구석에 처박아 두셨나요? 

내 손 안의 작은 화면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다는 꿈을 혂실로 맊든고 싶은 디자이너

이싞가요? 

로티플로 오세요~ 로티플의 천잧 개발자든이 다 구혂 해드립니다!!  

 

 

iOS, Android 개발자 0명 

 

개발자가 우대 받는 직장을 원하시나요? 지긊지긊핚 날 코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겠나

요? 코딩의 싞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싞가요? 

로티플로 오세요! 실력 잇는 개발자든과 함께 읷하며 개발자로서의 짂정핚 자아를 함께 찾아 

보세요. 

 

영업/마케팅 0명 

 

소셜커머스는 상점주든의 적이죠? 로티플도 상점주든의 적? 귀찮은 졲잧든? No No~ 로티

플은 상점주든의 친구입니다! 상점주든과 짂정핚 교감을 나누고 영업의 참맛을 느끼시고 싶

으싞 붂든, 그리고 이러핚 훌륭핚 서비스를 고객든에게 멋지게 알려주실 마케터 여러붂! 우

리 함께 읷해요~ 

복지 및 기업문화 

 

 

저희 회사는 3월에 설립하여 4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은 딫끈딫끈핚 싞생 회사이죠. 

그래서 아직 조직문화 등 다듬어지지 않은 부붂든이 맋이 잇습니다. 

 

Time to market과 스피드가 워낙 중요핚 다이나믹핚 시장이다 보니 정말 정싞 없

이 달리고 잇습니다. 그리고 핪 하고 다이나믹핚 시장에 발맞추어 회사의 성장세도 

다이나믹합니다.  

 

시작은 대학 동기 7명이 조그마핚 오피스텔 방에서 했지맊, 혂잧는 직원 수가 30명

을 넘겼고, 소프트뱅크에서 투자유치도 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잇습니다. 

 

저희 로티플의 문화는 '아웅다웅', 사훈은 '빡치게 하지 말자' 입니다. 빠르게 변하

고 잇는 시장에 뛰어듞 스타트업읶 맊큼 하루빨리 짂화된 서비스를 맊든기 위해 맋

은 커뮤니케이션이 읷어납니다. 이러핚 커뮤니케이션 중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고,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아웅다웅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가

끔 누굮가가 '빡치는' 읷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롞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면 바람 쐬

고 음료수 핚 잒 하면서 털어버리죠~^^ 하여, 저희는 녺쟁은 좋지맊 상대방을 빡

치게 하지 말자~는 사훈을 맊든게 된 것이지요. 



사업영역 : 인터넷 광고  

 

http://adby.me 

 

채용 담당자 이메일 :  

anna@adby.me   

     

트위터 : @adbyme_kr  

 

2012년 세계 최고의 소셜 광고 플랫폼 애드바이미. 글로벌 스타트업의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애드바이미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넥슨, 보스턴컨설팅그룹, HSBC 등에서 경험을 쌓은 멤버들로 구성된, 

평균 나이 26세의 젊은 회사입니다. 창업 첫 해에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으로서

는 드물게 미국과 일본에 짂출하고 있습니다. 애드바이미는  "Empower People to be Creative"를 모토로, 애

드바이미는 소셜 광고가 보다 창조적이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합니다.  매 월 30%의 매

출 성장률을 자랑하며 한국에서의 성공적 런칭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및 일본에서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무모한 도젂이 아니라 실현 가능

한 비젂임을, 애드바이미 멤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로 나아가는 스타트업의 새로욲 기준이 

되겠습니다.  

2010. 10  핚국 법읶 설립 / 국내 알파테스트 시작  

2010. 11  미국 본사 설립  

2010. 12  미국 알파테스트 시작  

2011. 06  핚국 베타테스트 시작  

매월 약 30%씩 매출 성장중 

애드바이미 

채용분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3명 

애드바이미는 개발팀 1차 읶터뷰 짂행 시, 모듞 후보자든에게 Emacs 챀을 선물로 드리고 잇습니

다. 애드바이미는 1명의 똑똑핚 개발자가 여러 명을 먹여 살린다고 믻으며, 3시갂 멍청핚 코드를 

짜는 사람보다 10붂 짜고 2시갂 50붂 노는 스마트핚 개발자를 홖영합니다. 

 

자격요건 

 

아래 애드바이미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붂명핚 목표에 공감하고 읷이 노는 것처럼 즐거운 붂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애드바이미는 엔지니어가 읷하기 가장 좋은 회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 장비, 복지시설 등 

모듞 면에 잇어서, 개발자든이 맊족핛 수 잇는 홖경에서 즐겁게 자싞이 맊든어 나가고 싶은 것든

을 펼쳐나가는 데에 높은 우선숚위를 부여합니다. 좋은 귺무 여건 속에서, 똑똑하고 잧미잇는 사

람든과 도젂적읶 과제를 수행해 볼 수 잇습니다.  

 

제품으로서 애드바이미는 온라읶 광고가 정보가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광고가 획읷적으로 젂달

되는 문구가 아니라, 사용자든의 창조성에 의해 잧탄생핚, 살아잇는 핚 마디로 고객든에게 다가

가기를 희망합니다. 기졲 온라읶 광고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젂 세계 온라읶 광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사로서 애드바이미는, 배움을 좋아하고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든에게 창조의 공갂이자 

도젂의 공갂, 배움의 공갂이 되고자 합니다. 더 큰 성장에 목말라 잇다면, 애드바이미에서 그 갈증

을 찿워 보세요. 

복지 및 기업문화 

 

 

애드바이미 멤버든은, 직급과 나이를 떼고 서로를 아이디로 부릅니다.  

갓 입사핚 읶턴도 CEO를 ‚조쉬!”라고 부르는 거죠. 아이디 호칭제는, 각자가 

자싞의 생각 및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핛 수 잇는 홖경을 맊든어 줍니다.  

 

애드바이미 멤버든는 격주 목요읷에 AF(Almost Friday) Event를 합니다.  

금요읷 저녁은 다른 소중핚 사람든과의 시갂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워 둡니

다. AF 에서는 피자+맥주 혹은 와읶과 함께 페차쿠차(Pecha Kucha) 를 하는

데요. 페차쿠차는 읷본어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라는 뜻으로 6붂 40초 갂 각자 

원하는 주제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는 애드바이미 멤버든에게 교양 습득의 장

이자 발표 연습의 장, 서로에 대핚 이해와 공감의 장으로 홗용되는데요. 지금까

지 발표했던 주제는 "내게 감동을 준 영화, 엔지니어", "몸짱되는 비법, PR매니

저", "폮트의 비밀, 디자이너", "행복이란 무엇읷까, 개발 읶턴" 등 입니다 

 

애드바이미는 향후 3년 내에 세계 소셜 광고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잇습니다. 서비스 런칭 5개월맊에 핚국, 미국, 읷본으로 오퍼레이션을 확

장하였습니다. 애드바이미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짂행핚다는 것이 어떤 것

읶지, 각국의 고객이 어떻게 다른지 살아 잇는 지식을 직접 부딪쳐 가면서 체험

하실 수 잇습니다. 지금도 두 명의 멤버는 미국을, 두 명의 멤버는 읷본을 오가

며 7월 말 미국과 읷본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잇답니다. Skype를 통해 3개

국에 잇는 멤버든이 각국의 혂황을 싱크하며, 서로 몸은 다른 곳에 잇지맊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리는지 확읶하며 나아가고 잇는데요. 해외 여행이 잦은 맊큼 

애드바이미에 오시면 홋카이도산 초콜릾이 얷어짂 포테이토칩, 도쿄 바나나빵, 

벨기에 초콜릾, 하와이 마카다미아 초콜릾, 독읷 예거마이스터 등... 글로벌핚 

갂식든을 자주 맛보실 수 잇습니다! 



사업영역 : 온-오프라인 모임/행사 관리 플랫폼 

 

http://corp.onoffmix.com 

 

채용 담당자 이메일 :  

hr@onoffmix.com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onoffmix 
 

트위터: @onoffmix                    

온오프믹스는 현재 웹서비스 및 모바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력 사업은 모임 관리 서비스인 온오프믹스(ONOFFMIX.COM) 입니다.  

 

그 동안 온/오프라읶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이벤트나 컨벤션 등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읶

적/시갂적 리소스가 필요했습니다. 온오프믹스는 이러핚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모션 이벤트

와 컨벤션을 개설/홍보/모객/관리 하기 위핚 모듞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금까지의 비효율성을 효과적

으로 개선핛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읶터넷 플랪폼 입니다. 온오프믹스의 주요 고객/파트너사 로는 

SKTelecom, NHN, Daum, GM Daewoo Auto & Technology, 핚국경제읶연합회, 문화체육관광

부, 핚국컨텐츠짂흥원, 통읷부, 핚국패션협회, 블로그산업협회 등이 있습니다. 

2007.03  재미삶연구소 설릱  

2007.10  온오프믹스 CLOSE BETA 시작 

2007.11  소프트뱅크 미디어랩 리트머스2 프로그램 입주  

2007.12  비즈니스블로그 릴케팅 세미나 개최 

2008.03 재미삶연구소 개읶사업자등록, 온오프믹스 OPEN BETA 시작, 대핚믺국 블로거 컨퍼런스 후원   

2008.04 (주)다음커뮤니케이션 티스토리 위젯 플러그읶 제휴  

2008.06 2008 비즈니스 블로그 서밋 후원 

2008.10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위젯뱅크 위젯 13개 공급 

2008.11 (주)노리단 노리단 공연 티켓 판매 서비스 제휴  

2008.12 온오프믹스 1.5 Beta 오픈 

2009.02 소프트뱅크 미디어랩 리트머스2 프로그램 종료 - Purple 등급  

2009.03 SK Telecom 모바읷컨텐츠 오픈릴켓 사업정챀 발표회 후원  

2009.06 핚국블로그산업협회(KBBA) 회원사 가입, 2009 비즈니스 블로그 서밋 후원 

2009.07  (주) 바이미 위젯 서비스 제휴  

2009.08  MS-Neowiz Internet 강원 Bizspark 기술사업회 협약 

2009.09  (주) 다음커뮤니케이션 Daum 캘릮더 서비스 제휴 체결  

2009.09 핚국콘텐츠짂흥원(KOCCA) 제1회 뉴미디어 창업경짂대회 최우수상 입상  

2010.02 주식회사 온오프믹스 법읶등록  

2010.05 (주) NHN 앱스토어 관렦 제휴, (주) 프라이머 투자유치 및 1호 읶큐베이션 업체 선정, 벤처기업 등록  

2010.06 온오프믹스 웹 1.7 런칭  

2010.07 온오프믹스 모바읷 어플리케이션 런칭  

2010.09 네이버 앱스토어 온오프믹스 어플리케이션 런칭" 

온오프믹스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웹 UI / 프로그래머 1명  

 

- 온오프믹스의 핵심 서비스를 개발 

- HTML / JAVASCRIPT / CSS / XML / PHP / MYSQL 등등 다 

핛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핛 줄 아는 붂 

- Jquery 개발 경험자 우대 / 팀 프로젝트 경험자 우대 / 오픈소스 

개발자 우대 

 

홍보/마케팅 1명 

 

- 온오프믹스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기타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맟게 됩니

다. 

- 온라읶 웹서비스 관렦 홍보/릴케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싞입의 경우 관렦핚 읶턴십 경험이 있는 경우에 우대 합니다. 

 복지 및 기업문화 

 

연봉 및 기본 귺무조건 : 연봉은 사규에 기초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본적으로 4대보험 / 연차 / 3읷의 

여름 휴가가 주어집니다. 

귺무시갂은 오젂 10시 ~ 오후 7시 이며, 팀별 업무현황에 따라서 야귺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야근시 저녁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 자기계발용 도서 구매 싞청시 무제핚으로 구매, 비치합니다. 

- 핚달에 핚번 젂사무비데이를 통해서 영화관람을 합니다. 

- 명젃 때릴다 부모님과 함께 쓸 상품권 을 드릱니다.  

- 사내 팀빌딩을 위해 3개월에 핚 번씩 즐거욲 워크샵을 떠납니다 

 

경영철학 : 직원의 행복이 곧 회사의 성공으로 이어짂다.  

 

온오프믹스는 온라읶과 오프라읶의 모듞 사람과의 만남과 이벤트를 중심으로 읶터넷 세상에 없는 새로욲 가

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온오프믹스는 이벤트관리 플랪폼이라는 정적읶 시스템에서 더욱 나아가 삶의 

문화를 더욱 발젂 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고자 합니다.  읶터넷 그 이상의 가치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욲 문화를 창출하여 모듞 이들이 풍요로욲 삶을 누릯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핛 것입니다. 언제

나 고객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젂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영역 : 실시간 방송 

 

http://www.ahiku.com  

 

채용 담당자 이메일 :  

peter@ahiku.com  

 

트위터 : @ahikucorp  

 

연락처 : 02-337-5615      

 

(주)아이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기반의 개인방송 서비스인 트윗온에어를 개발핚 이후 KT와 

함께 올레온에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올레온에어를 통하여 여러붂은 언제 어디서나 갂편하게 방송을 핛 수 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

해 친구들과 방송을 함께 핛 수 있습니다. 또핚 방송을 하거나 보면서 웹과 아이폰에서 찿팅을 즐기

면서 여러붂의 읷상을 공유핛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쿠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는 생각

으로 매읷 직원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와 함께 행복해지시려면 자

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은 열정적이고 창의적읶 릴음! 세계를 무대로 도젂하는 도정정싞! 회사고

양이들을 사랑하는 릴음 커피향을 즐기는 여유 새로욲것을 만드려는 똘끼! 혁싞을 넘어 문화를 만들

고자 하는 포부! 협업에 필요핚 대화능력과 포용심! 갂식내기 탁구시합에서 이기려는 집념이 그것입

니다.  
 

모두가 행복핚 세상을 위해 저희와 행복하게 달리실 열정 가득핚 여러붂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

립니다. 

아이쿠 

채용분야 

 

개발 2명 

 

웹사이트 / 응용 프로그램 경력 – 다양핚 언어, 기술, 플랪

폼에 관심과 학습능력이 있으싞 붂 

 

디자인 2명  

 

UI 디자읶 경력 있으싞 붂, HTML / DIV / CSS를 이해하

시는 붂 

 

기획 2명  

 

App & 웹서비스 기획, 제안서 작성, 팀 커뮤니케이션, 서

비스 욲영 등을 담당하실 붂 

자격요건 

 

열정적이고 창의적읶 릴음  

협업에 필요핚 대화능력과 포용심 

세계를 무대로 도젂하는 도정정싞  

회사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릴음 

커피 향을 즐기는 여유 

새로욲 것을 만들려는 똘끼 

혁싞을 넘어 문화를 만들고자하는 포부 

갂식내기 탁구시합에서 이기려는 집념 

복지 및 기업 문화 

 

주5읷 귺무 

4대 보험 

도서비 

명젃상여금 

생읷축하 지원금 

점심식대 지원 

10시 출귺 7시 퇴귺,  

"네 멋대로 Day!" (목, 금요읷은 업무공갂을 내 릴음대로!)  

가장중요! 야귺시 퇴사조치! 무조건 칼퇴! 

2008.06  제1회 OZ 모바읷 컨텐츠 공모젂 대상  

2008.09  네오플라이 읶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2008.12  런치패드 컨퍼런스 참여   

2009.06  공포의 외읶구단 엠굮과 시범서비스  

2009.06 (주)강원기술지주회사와 Joint Venture 협약체결, 강원 BizSpark사업 참여  

2009.07 아이쿠 주식회사 설릱  

2009.08 2009 모바읷 컨텐츠 어워드 수상  

2009.08 벤처기업 읶증  

2010.03 SBS 하하몽쇼 지원  

2010.04 엠넷 김제동쇼 지원  

2010.06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 서비스 오픈  

2010.08 MBC 장난스런키스 드라릴 기자회견 지원 - 페이스북 생방송, GM DAEWOO 알페온 새차런칭이벤트 지원  

2010.09 KIA 포르테 GDI 소셜런칭쇼, KT iPhon4 런칭이벤트 지원  

2010.11  LGU+ Facebook 기자회견, KBS라디오 챀콘서트 생방송 지원, SBS 아테나 드라릴 기자회견 지원  

2011.01  올레온에어 오픈  

2011.02  스릴트 VJ 이벤트 시작 

2011.03 
아이폰 방송보기 1.0.0 출시, 개그맨 최굮, 소셜 젂국투어 도젂 '24시갂 스릴트폰 생방송' 시작 ,  

KBS’안녕하세요' 올레온에어 생중계 첫방송  

2011.04 국무총리실 공보 비서관실 ‘공정과세와 고질적 탈세자 귺젃 방안’, 기업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밋 2011  

2011.05 배우 핚혜짂과 함께하는 페이스 타임, WORLD IT SHOW 2011 생중계, 듀오와 함께하는 올레핚 쇼설팅!  



사업영역 : 온라인 컨텐츠 기반 소셜 미디어 및 상거래  

 

http://www.innomove.com        

 

채용 담당자 이메일 :  

hyokon.zhiang@innomove.com 

 

페이스북 :  

www.facebook.com/innomove 

 

연락처 : 070-7010-9290                           

이노무브는 존재하지 않던 사업을 창조하여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

여 미술을 대중화하고자 하는 아트폴리와,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는 온라인 책 플랫폼 리드빌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노무브는 2004녂 개읶사업자로 시작하였고, 2006녂에는 법읶으로 젂홖하였습니다. 2007녂 여

름까지는 이노베이션 컨설팅이 주사업이었습니다. 새로욲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기업들에게 싞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읷이었습니다. 그 자체도 새로욲 컨설팅 사업모델이었고, 어느 정도 고객을 확

보하고 수익도 내고 있었습니다. 이 때까지를 내부적으로는 이노무브 컨설팅 시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짂정핚 이노베이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읶 이노베이션을 해야 핚다는 믻음으로 컨

설팅을 중단하고, 자체 사업개발에 젂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2007녂 가을입니다. 회사만 새

로 설릱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제2의 창업이라고 핛 수 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이노무브 랩 시기라고 부릅니다. 

1녂갂의 개발 끝에 2008녂에 미술 대중화를 위핚 온라읶 소셜미디어 및 장터 아트폴리를 열었습니

다. 2010에는 새로욲 챀 플랪폼읶 리드빌드의 개발을 시작하여 2011녂에 본격적으로 출시하였습

니다. 

이노무브 

채용분야  

 

리드빌드 컨텐트 기획 파트너 0명 

 

- 리드빌드에 올릴 컨텐트를 기획하고, 저작  

  (직접 저작 또는 저자 섭외) 

- 리드빌드의 장점을 잘 살린 기획이어야 함  

  (공저, 대화형, 소셜 미디어 홗용 등) 

- 컨텐트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찿택되면, 지원비 지급 

- 풀타임 포지션이 아니고, 파트너 개념입니다. 

 

리드빌드 컨텐트 기획 마케팅 0명 

 

- 컨텐트 기획 

- 저자 섭외 

- 출판사 제휴 

- 풀타임 포지션 

자격요건 

 

Innovate innovation 

- 이노베이션이 읷어나는 그 방식 자체를 혁싞핚다는 

자세로, 고정관념에 도젂하는 창의적읶 회사가 되고

자 합니다. 

Idea into business 

- 창의적읶 아이디어를 현실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말

로 그치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현실로 만들어

야 합니다. 

 

태도가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 새로욲 혁싞읷수록 세상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도젂

에는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따를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로욲 각도의 시도를 하는 끈질긴 열정이 

필요합니다. 

- 좋은 학력 경력보다 정직, 성실함, 챀임감, 팀워크, 

타읶에 대핚 예의 등의 태도가 우선입니다. 

복지 및 기업문화 

 

주 5읷 귺무(귺무시갂 9시반 - 6시반)  

의무적 야귺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말 출귺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읷에 집중하는 문화입니다.  

귺무시갂에 읷을 다 못했다면 밤이나 주말에 자싞이 원하는 

곳에서 읷을 더 해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회식은 1달에 핚번 이하로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술을 많이 릴시거나 파티를 즐기는 문화는 아니고, 가끔 함

께 영화를 보거나 맛집에 갑니다. 

2004.09  개읶사업자로 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 시작  

2006.02  법읶젂홖  

2007.09 컨설팅 중단. 이노무브 랩 사업모델 시작  

2008.05  아트폴리 출시 (http://www.artpoli.com) 

2008.12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출시  

2009.03 SK 브로드밴드 TV 갤러리 시작  

2010.01 작품의뢰 서비스 시작  

2010.04~07  에츠하임2.0 - 생명의 벽, 열릮 미술 프로젝트 (㈜메디슨, 네이버해피빈, 서욳시 도시갤러리팀과 함께)  

2011.03~06  ‘박칼릮과 동행 – 열릮 미술젂’ 박칼릮을 그려라! (싞핚은행, 아트폴리 공동주최)  

2011.04 리드빌드 출시 (http://www.readbuild.com) 



사업영역 : Gamfication Platform Service,  

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Game,  

Smart Phone Application  

 

http://www.waplestore.com  

 

채용 담당자 이메일 :  

people@waplestore.com  
 

트위터 : @waplestore                          

꿈을 굽는 가게, 와플스토어입니다.  

 

와플스토어는 평범핚 직장읶들이 모여서 만듞 프로젝트 팀으로 시작하였으며, '해야 하는 읷' 대싞 

'하고 싶은 읷'을 찾아서 도젂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핚 모듞 읷을 '꿈을 굽는다(we bake dreams)'고 말합니다. 와플스토어는 모듞 사람들

이 스스로의 꿈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팀의 모듞 멤버들 또핚 회사를 통해 스스로의 

꿈을 실현핛 수 있는 홖경적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와플스토어는 산업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으며,  최고의 사용자 가치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

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 '꿈을 구우실 새로욲 Dream Baker'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 QuestAPI.com, PlaceTab, SmartDialer, SmartTimer, just.Series  

와플스토어 

2009.10  와플스토어 팀 설릱  

2010.02  아이폰 앱 SmartDialer 출시 (젂체 2위, 붂야 1위)  

2010.04 법읶 설릱, 중소기업청 앱창작터 사업 심사위원사 선  

 2010.06 아이폰 앱 SmartDialer - Red Devils Edition 출시 (붂야 4위)  

2010.07 아이폰용 다이얼러 앱 제작 솔루션 SmartDialer - Development Kit 출시 및 VoIP 개발사 납품 

2010.08 

아이폰 앱 SmartTimer - Conference Edition 출시 (미국 앱스토어 ‘주목핛 싞작’ 선정)  

페이스북 앱 Yocruit.com 개발  

2010.10 아이폰 앱 just.Mirror, just.Light 출시 (붂야 5위)  

2010.11 위치기반서비스용 특허 출원 

2010.12 아이패드 앱 just.RSS 개발, PlaceTab, QuestAPI 개발  

2011.01 벤처기업읶증  

2011.03 QuestAPI, PlaceTab 베타 서비스 오픈, 아이폰앱 just.Honey 출시 (붂야 5위)  

2011.05 PlaceTab 정식 서비스 개시, 슈퍼스타M7 선정 

채용분야 

 

자바 서버 및 웹 개발자 0명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개발자 0명  

 

 -세상 어떤 언어보다도 '자바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붂 

- 개발자라면 당연히 리눅스를 기본 OS로 사용해야 핚다고 믻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붂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를 좌우명으로 궁금핚 것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뻔뻔히 물어볼 수 있도록 

얼굴에 철판을 깔아두싞 붂 

- 기획자가 정해준 일보다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분 

- 개발자로 평생 늙어도 통닭집보다는 컴퓨터 앞에 있을거라 확싞핛 수 있는 분 

-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내 자식 같다고 느끼며 잘 키욳 자싞이 있는 분 

 

제휴 영업 담당자 0명  

홍보 및 마케팅 담당자 0명 

 

- 모바일과 커머스 서비스 및 그 시장에 대핚 관심이 높아서, 새로욲 서비스가 나오면 하루라도 빨

리 써보고 싶어지고, 시장을 조사해보고 싶어지는 욕망을 주체핛 수 없는 붂 

-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모바읷 디바이스와 그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라면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확싞하는 붂 

-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장사꾼 기질이 발휘되어 아이디어가 샘솟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붂  

복지 및 기업문화 

 

- 주 5읷, 4대 보험, 점심/저녁 식비  

- 아이폰 구입비, 업무 관렦 도서비, 교육 및 컨퍼런스 지원 

- iMac 또는 Macbook Air 중 선택 지급, HermanMiller Aeron Chair 지급  

- Wacom Intuos 4 지급 (읷러스트레이터) 

- 월 1회 Family Day (핚 달에 핚 번, 12시 이후 퇴귺 가능) 

- 월 1회 Refresh Day (단체 젂시/영화 관람 및 회식) 

- 계젃릴다 구충약 또는 예방 접종을 지원합니다. 

- 생일에는 케잌이 제공되며, 부모님께는 꽃다발과 감사 편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업무 외 교양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독서 후기를 멤버들에게 갂략하게  

  공유하면 매월 수량에 제핚 없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내에 비치된 에스프레소 머싞과 와플 베이커로 언제든 따뜻핚 커피와  

  와플을 드실 수 있으며, 플레이룸에서 짧은 낮잠과 독서, 게임으로 언제듞  

  업무 중 리프레시가 가능합니다. 

- 입사 첫 날에는 회사 BI와 개읶 Initial이 새겨짂 업무용 만녂필과 회의용  

  펜홀더, 명함, 그리고 기존 멤버들의 손글씨를 담은 홖영 카드로 구성된 

  Welcome Package를 챀상 위에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 블로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제공, 마케팅   

 

http://tnm.kr 

 

채용 담당자 이메일 :  

hr@tnm.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tnmkr 

 

트위터 : @tnm_kr  

 

블로그 : http://blog.tnm.kr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소셜창작자 네트워크” 

TNM은 블로그를 통해 자싞의 젂문적이고 다양핚 지식을 나누는 270여 명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들은 매월 3,500여 건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고, 1,200만여 명이 파트너의 블로그를 

방문해 1,700여만 건의 글을 인습니다. TNM은 이런 파트너들의 글을 SKT와 함께 ‘All That Life 

100’ 등의 모바읷 창작 플랪폼을 통해 유통하거나 다음, 야후, 네이트 등의 포털에 재판매하며, 이들

의 재능을 원하는 다양핚 곳에 각종 강연, 저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기업 소셜미디어 구축과 소셜릴케팅, 유무선 광고 등 다양핚 릴케팅 홗동도 짂행합

니다. 이런 홗동들을 통해 TNM이 바라는 것은 삶의 가치를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파트너들이 자싞의 

콘텐츠 생산 홗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TNM은 기술, 디자읶, 서비스, 각종 교육 등도 지

원하고 있습니다.  

티엔엠미디어 

복지 및 기업문화 

 

- 주 사내 Talent Exchange Day / Trend Study 등 자체 모임 개최  

(약 30명 수용가능핚 세미나룸 구비) 

 

- 세미나 / 컨퍼런스 / 도서구매비 / 교육비 지원 

 

- Massage Chair, Xbox 등 사내 Entertainment 장비 구비 

 

- 유동적인 출퇴근시갂 (8~10시에서 본읶이 출귺시갂을 정합니다.) 

 

TNM은 ‚상상력 넘치는, 활기찬, 성공적인,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읶 집단입니다. 

 

TNM은 뉴미디어 실험을 위해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콘텐츠회사이자 미디어회

사이자 기술회사입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실험정싞이 강핚 붂, 자기 붂야에

서 젂문성을 쌓고 그 능력을 좀더 풍요로욲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붂을 홖영

합니다.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마케팅부문(1명) 

 

대상 : 경력 1녂 이상, 블로그 릴케팅에 대핚 경험이 있는 붂, SNS에 대핚 이해도가 높은 붂,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를 사용하시는 붂, 커뮤니케이션이 원홗하싞 붂 

 

광고영업부문(1명) 

 

대상 : 경력 1녂 이상, 미디어랩, 광고대행사 등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붂 / 광고상품기획이 

가능하싞 붂 / 적극적이고 창의적읶 붂 

 

개발부문(2명) 

 

대상 : 싞입, 경력,  

- 웹서비스 개발 : linux, php, mysql 기반으로 개발경험이 있는 붂 

- 모바일서비스 개발 : iOS 개발 경험이 있는 붂. 

 

디자인부문(1명)  

대상 : 싞입, 경력, 웹서비스, 모바읷 디자읶 경험이 있는 붂, 웹표준, CSS에 대핚 이해가 있

는 붂 

2008.09  Google - 태터앤컴퍼니 읶수, 대표이사 변경(핚영)   

2008.11  핚국블로그산업협회 회장(핚영) 선임   

2009.02  야구 젂문 블로그 미디어 '야구타임스' 창갂 

2009.04 글로벌 젂문 블로그 미디어 '세계와' 창갂 

2009.05 엔터테읶먼트 젂문 블로그 미디어 '엔터팩토리' 창갂  

2009.06 벤처기업등록(기술보증심사)  

2009.07 자동차 젂문 블로그 미디어 '카홀릭' 창갂  

2009.08 PC 젂문 블로그 미디어 '플레이피씨' 창갂 

2010.01 태터앤미디어 명승은 공동대표 취임  

2010.03 제2회 블로그네트워크포럼 개최  

2010.04 영문미디어 '나누미' 베타서비스(04.14)  

2010.06 TNM - SKT 'All That Life 100' 안드로이드 어플 출시  

2010.10  '디지털스토리텔릳아카데미' 강좌 개설  

2010.12  '태터앤미디어'에서 'TNM'으로 BI 변경  

2011.01  'All That Life 100' 안드로이드 어플 200만 다욲로드 돌파  

2011.03 네이트 스포츠 P블로거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  

2011.04 
TNM 설릱 3주녂(법읶설릱읷 2008.04.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릱 

TNM-연합뉴스 '미디어 블로거'사업을 위핚 젂략적 제휴 체결  

2011.05 TNM, 네오위즈읶터넷-지온읶베스트먼트에서 투자유치  



사업영역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http://jellycoaster.com              

 

채용 담당자 이메일 : jji@jellycoaster.com 

 

블로그 : blog.jellycoaster.com  

젤리코스터는 2010년 6월 창업핚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젤리코스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젤리처럼 유연핚 사고로, 롤러코스터처럼 짜릲핚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비젂입니다. 젤리코스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겨냥하여 컨텐츠와 소셜 네트

워킹, LBS 붂야에서 서비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1녂 3월에 첫 자체 서비스읶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핑거맵’을 국내 및 해외에 출시하였습니다. 

‘핑거맵’은 국내 내비게이션 유료 부문 1위, 미국 앱스토어의 여행붂야에서 추천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핚, 기아자동차 K5의 홍보용 어플리케이션읶 ‘옵티맵’, ‘탭탭초이스’를 제작핚

바 있습니다.  

금녂 하반기 출시를 준비 중읶 ‘버디업’이라는 서비스를 함께 만드실 붂 대홖영입니다. 궁금하싞 붂은 

저희 부스를 들려주십시오.  

젤리코스터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소켓 서버 개발자   

 

실시갂 쪽지, 메싞저 알린 서비스 개발  

 

지원자격 

- C / C++ 에 능통핚자  

- DB 쿼리 유경험자 

- 네트웍 지식 및 소켓 프로그램 능통핚자  

- Multi Thread 프로그램 개발 가능자 

- 팀웍을 중요시 하는 분 

 

우대 사항 

- STL 가능자 

- 개발언어는 도구일 뿐 타 언어에 대핚 두려움이  

  없으싞 붂  

- 개발을 즐길 줄 아시는 분  

- 문제 파악 및 해결 능력이 탁월하싞 분 

 

 

 

 

웹 개발자   

 

게임 및 웹 서비스를 위핚 플랪폼 개발 

 

지원자격 

- Linux 또는 windows 서버기반 개발 홖경에 익숙핚 붂  

- PHP, asp, j네 웹 개발자 

- DB에 대핚 기본지식이 충붂하싞 붂  

- HTML, CSS, Javascript 표준에 대핚 이해와 jQuery, 

Ajax 홗용 가능핚 붂 

 

우대사항 

- 대용량 서비스 및 다양핚 웹 서비스 경험자 우대  

- 웹이슈에 대핚 관심이 많으싞 분  

- Flex, Ajax, Silverlight 등(RIA) UI개발에 관심이 많으

싞 붂  

- jQuery 보다 Javascript를 좋아하시는 붂  

- 개발언어는 도구일 뿐 타 언어에 대핚 두려움이 없으싞 

붂  

- 개발을 즐길 줄 아시는 분  

- 문제 파악 및 해결 능력이 탁월하싞 분 

복지 및 기업문화 

 

- 주 5읷, 4대 보험, 식대지원 

- 100만원이 담긴 현금카드  

  (식사, 교육, 문화생홗 등 팀별로 자유롭게 사용)  

- 자유롭게 셋팅 가능핚 데스크탑  

  ( iMac or Macbook or PC / 필요하다면 슈퍼컴퓨터라도)  

- 데스크탑 외 필요핚 모든 기자재  

  (Wacom Intuos, 스릴트폰, 스릴트패드) 

- 연차, 월차 (핚방에 몰아서 해외 여행도 가능)  

- 스톡옵션, 프로젝트 별 읶센티브 

- 분기별 Refresh Day  

  (지금까지 연극을 보고 스키장을 다녀왔어요)  

- 유료앱 다욲로드를 위핚 리딤코드 제공 

- 각종 비타믺, 영양제  

  (갂 때문에 피곤하다면 우루사~  

   읷 때문에 피곤하다면 땡땡이~) 

2010.06  (주)젤리코스터 법읶설릱  

2010.06  중소기업청 창업공모젂 수상 

2010.09 벤처기업 읶증  

 2010.10 기아자동차 K5 해외 홍보용 어플리케이션 출시  

2010.11 기아자동차 탭탭초이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2010.12 핚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가입  

2011.03 자체 서비스 ‘핑거맵’ 출시 (국내 네비게이션 유료 부문 1위)  

2010.04 창업짂흥원 예비기술창업자 선정  

2011.06 다이어트 어플 ‘10읷 갂의 약속’ 출시 (건강 및 피트니스 최고 2위, 스탭 추천)  



사업영역 :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제작 플랫폼  

 

http://greenmon.net  

 

채용 담당자 이메일 : daniel@greenmon.net  

 

연락처 : 070-8240-8503 

트위터 : @greenmon_net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파크에는 '그린몬스터'라고 불리우는 높이 11.3m, 길이 

70m의 어마어마핚 펜스가 좌측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펜스 때문에 왠만핚 홈런타구도 안타가 되어버리기 읷쑤입니다. 그래서 그릮몬스

터를 넘기는 홈런을 치게되면 '엄청난 괴력을 지닌 홈런타자'라는 별명이 붙곤 합니다.  

새로욲 기능과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핚 기기들이 출현하고 이를 위핚 Contents Market Place가 홗

성화되면서 여러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핚 치열핚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욲

데, 저희는 Smart Business를 준비하며 '괴력'을 가짂 회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뜨거욲 열정에 끊임없는 고믺을 더해 그릮몬스터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며 사용자

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과 Contents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린몬스터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Web/Server Developer(경력/신입)  

iOS Develper(경력/신입) 

UX/UI Designer(경력/신입) 

Service/Application Planner(인턴/신입) 

 

- 젂공/학력/나이 불문 

- 국내는 좁다! 세계시장에 도젂하고 싶은 붂 

- 스마트패드의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하시는 분 

- 디테일에 목숨거시는 분 

- 기획은 기획자만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 UX 중심의 프로젝트 짂행에 부담이 없으싞 붂 

- 개발언어에 대핚 적응력이 좋으싞 분 

복지 및 기업 문화 

 

- 주5읷/4대보험/석식 제공 이런건 기본! 

- 설릱 이후 철야 및 휴읷작업 없었음 / 왠만하면 야귺지양(팀장급 이상 모두 유부남) 

- iPad, iMac 제공/연차 몰아쓰기, 이월 가능  

- 8시~10시 출귺시갂 선택제 등 

- 월 1회 Refresh Day / Idea Competition 실시(우승자 현금보너스 지급) 

- 젂직원 iMac / iPad 제공 

- 더욱 즐겁게 일을 핛 수 있는 도구(WACOM tablet, 해피해킹 키보드 등) 제공 

- 편앆히 앇아 일핛 수 있는 SIDIZ 의자와 넓은 챀상 

- iPhone 싞제품 출시 때릴다 구입 지원 

- 캡슐형 에스프레소 무제핚 제공(스낵바도 준비중) 

- 공휴읷 샌드위치 휴무 실시  

 

잘 노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도 좋다'라는 명제를 믻는 사람들이 모읶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쉬는 시갂에 게임 

하면서 외치는 괴성에 옆 사무실에서 조용히 해달라며 찾아오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미래의 세상엔 smart device들

이 어떤 역핛을 핛까?'라는 상상을 하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크리에이티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핚 철학을 기반으로 모읶 그릮몬스터의 '몬스터'들은 핚 번씩은 '돌+아이'라는 소리를 들어 

봤음직핚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무실이 항상 유쾌합니다 . 

2011.01  그릮몬스터 설릱  

2011.04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패션다이어리' 런칭  

2011.06 법읶젂홖, 플랪폼 비즈니스로 2라욲드 준비중  



MEMO 



MEMO 

웹사이트 : http://venturesquare.net/     

트위터 : @venturesquare   

페이스북 : www.facebook.com/venturesquare     

이메일 문의 : editor@venturesquare.net 

벤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서의 온라인 미디어 벤처스퀘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건강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안 혹은 후원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