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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개 순서는 가나다순



회사소개 
 '문명전쟁', '핵전쟁', '헬로키티 카페', '패션의 여왕'으로 유명한 모바일 게임계의 잠룡 
     (주)게임젠에는, 게임을 만드는 즐거움, 게임의 재미를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젠에서 더욱 큰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으세요?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2010년 4월 설립 
  벤처 기업 인증 
  현 임직원 58명 

 

사업개요 
  모바일 게임 제작: 현재까지 게임 25종을 출시하였으며,  
     아래 분야의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전략 게임 제작 
  * 모바일 소셜 게임 제작 
  *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 제작 

복리후생 
- 4대 보험 
- 자기개발비, 통신비, 앱 구매비 지원 
- 여름/겨울 휴가비 지원 
- 경조사 지원 
- 건강검진,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지원 
- 우수 사원 포상, 아이디어 포상 
- 인력 추천 포상 
- 연차, 장기 근속자 휴가 지원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09:30 ~ 18:30)         ♧ 문의 : 02-733-7819   김세영 팀장  

㈜게임젠 

 채용기업 소개 



회사소개
▪ 2002년 6월 4일 설립(본사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센터 4층)
▪ 이노비즈인증기업
▪ KBS, EBS 협력업체 – KBS TV유치원 파니파니 ‘교통안전 애니메이션’ 수행, EBS 공동제작 프로젝트 수행 중
▪ 정부 R&D 프로젝트 수행 (중기청 4건, 지경부 1건, 콘텐츠진흥원 4건)
▪ 자체 프로젝트
- 따라해요, 붐치키 붐(KBS 방영)
- 정크빌 스토리(2010 SICAF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 외국어로봇 콘텐츠(초등학교 영어교육로봇 콘텐츠로 보급, 지경부)

사업개요

㈜그래피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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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개발(방송용 애니메이션, 스마트/웹용 디지털 콘텐츠)
▪ 모바일 컨텐츠 개발(Android, iOS용 콘텐츠), 모바일 컨설팅 및 솔루션개발(저작도구, 콘텐츠 운용)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어플리케이션 개발
▪ 교육용 스마트 e-book 개발
▪ 스마트 애니메이션, 동영상 재생 솔루션 개발
▪ 스마트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관리 및 디지털 제품 관리

복리후생
▪ 저녁 식대 지원
▪ 월 1회 월차 휴식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30 ~ 18:30)               ♧ 문의 : 02-380-3692   이계일 프로듀서



회사소개
▪ 2011년 설립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Adobe, AJA, Autodesk, Apple, Enhance, QSAN 대리점
▪ KBS, EBS Network Product System 구축 및 유지보수 업체
▪ Scalable Multi DMP 기반 Encoder/Transcoder 개발

사업개요
▪ 영상 편집 및 합성, 백업 솔루션

㈜두고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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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편집 및 합성, 백업 솔루션
▪ 방송 설비 구축 솔루션
▪ 타블렛 환경 하의 모바일 구축 솔루션
▪ 초정밀 멀티터치 솔루션
▪ 3D Stereoscopic 솔루션

복리후생
▪ 퇴직연금 가입
▪ 장기근속자 포상

근무조건
▪주 5일 근무 (09:00 ~ 18:00)               ♧ 문의 : 02-336-8082 



㈜디에스멘토링

Ⅲ 채용기업 소개

회사소개

㈜디에스멘토링의 주 사업분야는 디렉토리 서비스와 데이터 보안 서비스로, 2005년 회사 창립 초부터 정보보
안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를 최정예 인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수행
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디렉토리 시스템과 IT 보안 전문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사업개요
디렉토리 솔루션 분야 :  LDAP 솔루션 구축 및 컨설팅
보안 솔루션 분야 : LDAP기반의 보안 솔루션, 암호키관리(KMI)시스템, 통합계정관리(IDM)시스템, 단일인증

로그인(SSO)시스템, 개인용 보안솔루션 등 자체개발 패키지 납품 및 구축로그인(SSO)시스템, 개인용 보안솔루션 등 자체개발 패키지 납품 및 구축
응용 솔루션 분야 : LDAP기반의 성능관리 시스템, LDAP 브라우저, LDAP 동기화 솔루션, LDAP 사용자/조직

관리 솔루션 등 자체개발 패키지 납품 및 구축

복리후생
4대 보험 지원, 경조사 지원, 기숙사 운영, 휴양지 콘도 지원, 선택적 복지 지원, 
3개월 출산휴가 지원, 퇴직연금, 전 직원 상해보험 지원,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지원
등

근무조건
연봉제, 오전9시 출근/저녁 6시 퇴근, 월 1회 행사(문화 행사, 등산, 운동, 휴양 등), 
주5일 근무제, 년차(가변/고정)제도 지원 등



회사소개
▪ 2000년 4월 설립 (본사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8층)
▪ 디지털콘텐츠의 보안, 복제 방지,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토탈솔루션과 서비스제공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e-Business를 선도하는 기업
▪ 자체 솔루션
- DigiCAP DRM
- DigiCAP CAS
- SmartXess™Cable & IPTV CAS 
- SmartXess™T-DMB CAS 외
▪ 벤처기업, 병역특례지정업체

㈜디지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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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S

Solution providerSolution provider
DRMDRM

Solution providerSolution provider

CAS+DRMCAS+DRM

solution providesolution providerr

DigiCAP

사업개요
▪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의 방송 시청 제어 기술 개발 (CAS솔루션)
▪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 개발 (DRM솔루션)
▪ 불법사용자에 의한 불법 복사 및 불법 사용 차단 기술 개발
▪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콘텐츠 유통 시스템 구축
▪ CAS를 이용하여 인증된 사용자만 실시간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DRM을 통하여 단말기에 저장된

방송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 개발 (CAS+DRM)

복리후생
▪ 중식 및 석식 제공 ▪ 4대보험가입 ▪장기근속사원포상 ▪우수사원포상
▪ 건강검진 ▪사내 동호회 운영 외

근무조건
▪주 5일 근무 (09:30 ~ 18:30)               ♧ 문의 : 02-3477-2101 (인사담당자)

DRMDRM ASPASP

Content Protection ServiceContent Protection Service



회사소개
▪ 2007년 10월 4일 설립(본사 : 상암동, 기술연구소: 상암동, 공장 : 경북 의성)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서울시 특허스타기업, 하이서울 브랜드사업자 선정
▪ 대한민국 로봇대상 수상(2008, 지경부장관)
▪ SBS 스타킹 출연(2009)
▪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2011)
▪ 서울시 특허상품화 사업자, 서울시 제품개선 사업자 선정
▪ 콘텐츠진흥원 게임개발사업자, 한류스타아바타 국책사업과제(2012, 42억)선정

사업개요

㈜로보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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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Actuator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
▪ 첨단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로봇제품(교육용 키트, 19Cm, 30Cm, 1M)
▪ 아케이드 게임기 및 휴대형 게임기
▪ 각종 공연 로봇 및 콘텐츠 제작
▪ 모듈러 로봇 플랫폼 개발(교육용, 연구용, 게임용)

복리후생
▪ 점심 및 저녁 식대 및 기숙사 지원(공장 근무자)
▪ 자기계발 및 각종 지원 제도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00 ~ 18:00)               ♧ 문의 : 02-3142-5101 김유미



㈜메세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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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당사는 PCO 업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발주 다양한 사업수행경험 보유

해외 발주 국제 컨퍼런스의 수행으로 컨퍼런스 개최의 노우하우 습득 2008년 이후 매년 제주도에서 개최

(문화산업, IT, 인터넷분야 국제컨퍼런스)

2010년 KAIST 문화기술대학원과 산학협력 MOU 체결

사업개요
2011 국제콘텐츠컨퍼런스 위탁사업자 선정2011 국제콘텐츠컨퍼런스 위탁사업자 선정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개최 위탁용역
2012 년 미래 게임시장전략포럼 개최 위탁용역
일본 DC Expo내 “한국의 콘텐츠기술관”과 부대행사운영 외 다수

복리후생
4대보험, 연차휴가, 석식제공, 야간교통비 지급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00 ~ 18:00)

♧ 문의 : 02-335-7533   최경선 대리



회사소개
▪ 2004년 12월 24일 설립(본사/기술연구소: 상암동, 미국지사),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병역특례지정 기업
▪ SKT, KT, LGT 협력업체 – 뱅크온, 패스온, 터치폰, 프라다2, 안드로이드폰 개발 프로젝트 수행
▪ 정부 R&D 프로젝트 수행 (지경부 2건,  문화부 2건)
▪ 자체 솔루션
- 모바일 서버 프레임워크 :  Falcon 5.0
- 유무선 통합 안심 결제 솔루션:   SESCRO Toolkit
- 국악악보 저작 도구 :  정간보 매니아 2.0
- 전시 솔루션 :  Smart MICE Solution 1.0

사업개요

모젼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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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모바일 컨텐츠 개발 (안드로이드 , 아이폰 용 컨텐츠 ), 모바일 컨설팅 및 솔루션개발 (유무선 통신서버, 저작도구)
▪ MICE SMART Solition 개발 (전시/공연 개인화 마케터. 추천서비스 시스템 개발)
▪ 인터랙티브 기술 개발 (미디어 아트, 상황인지 기반 센서 기술등) => 전시/공연 적용
▪ 스마트폰 저작도구 개발 (멀티 플랫폼 미들웨어)

복리후생
▪ 점심 및 저녁 식대 및 기숙사 지원
▪ 선택적 인센티브 실시
▪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00 ~ 18:00)               

♧ 문의 : 02-538-0058   조재용 부장



㈜센티널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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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주)센티널테크놀로지 대 표 자 조 웅 희

사업 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컨설팅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DMC첨단산업센터 610호

전화 번호 전화번호 : 02-525-5398        팩스번호 : 02-525-5196

설립연도 2000년 11월

부문 종사기간 2000년 11월 ~ 2012년 현재 (13년 업력 보유)

○ 회사 소개

○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주)센티널테크놀로지는 2000년에 설립되어 세계 IT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와 연관된 영역인 웹(www)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S/W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S/W 개발사입니다. 현재 공공 및 민간기관에 홈페이지 품질 및 개인정보 노출 점검 솔루션과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차단 솔루션 적용을 통하여 2004년부터 해당 분야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이종규 선임컨설턴트 (consult01@coolcheck.co.kr), 02-525-5398

CoolCheck!™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및

품질 점검 솔루션
웹 게시판 개인정보
등록 차단 솔루션

CoolCheck DeskTop!™ 

PC내 개인정보 점검 솔루션
Professional Service & 

Implementation

컨설팅 서비스

CoolFilter!™

○ 조직도 및 주요사업

<조직 구성도> <주요 사업영역>



회사소개
▪ 1999년 ㈜에이엠티솔루션 설립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정부 R&D 과제 수행 (중기청 02건)

사업개요
▪ SAW Based RF system (이동통신 중계기, 기지국, 모바일용) 개발
▪ IF, RF SAW Device Front-End Process 
▪ Passive Component 개발 (Microwave)

㈜에이엠티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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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ve Component 개발 (Microwave)
▪ Inorganic Sintillation Crystal Front-End surface treatment
▪ Piezoeletric Wafer Front-End surface treatment
▪ Flat Flexible cable, Component

복리후생
▪ 점심 및 저녁 식대 지원
▪ 인센티브 적용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00 ~ 18:30)               ♧ 문의 : 02-2062-1074   윤미성 대리



㈜에프에이솔루션

Ⅲ 채용기업 소개

회사소개
▪ 2004년 5월 10일 설립
▪ ㈜에프에이솔루션은 2004년도에 일본 SBI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창립되어, 금융 전반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IT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일본과 한국의 금융관련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금융 SI 사업

�개인자산관리(PFMS) 및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인터넷뱅킹, IB(Investment Banking), WMS 등 웹 기반의 SI 
�증권사 중심의 선물/옵션, HTS/WTS 등 온라인 트레이딩
�신용카드 DB 구축 및 운영, 상품추천, 금융기관 제휴 서비스�신용카드 DB 구축 및 운영, 상품추천, 금융기관 제휴 서비스

� 금융 솔루션 사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합개발 플랫폼 공급 및 서비스
�정보계 디퍼드 시스템 등 실시간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FADI, CDC, ETL)
�설계, 형상관리, 테스팅 솔루션 공급, 온라인 트레이딩(HTS) 솔루션 공급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및 개인자산관리 솔루션 공급

복리후생
연금 : 보험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휴무휴가 : 연차
보상제도 : 퇴직금,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표창, 포상 /  건강관리 : 지원건강검진
생활편의 지원 : 석식제공, 야간교통비 지급 /  경조사 지원 : 경조휴가제, 각종 경조금, 기념선물 지급
수당제도 : 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00 ~ 18:00)               ♧ 문의 : 02-3274-1646~7   민선아 차장



회사소개
▪ 1984년 설립(본사 : 일본, ㈜엑세스)
▪ 2005년 한국 법인 설립 – ㈜엑세스서울
▪ 현재 유럽,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에 현지 법인 설립

사업개요
▪ 모바일 브라우저 개발
▪ 디지털 퍼블리싱
� 게임
� IDTV/ STB

㈜엑세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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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V/ STB

복리후생
▪ 동호회 지원
▪ 야근 시 석식 제공
� 외국어 지원금(일본어/영어)
� 워크샵/ 회식비 지원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30 ~ 18:30)               ♧ 문의 : 02-3153-5209 고문경 과장



회사소개
▪ 2006년 9월 27일 설립(본사 &기술연구소: 상암동)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 프리스케일 공식 디자인하우스
▪ 정부 R&D 프로젝트 수행 (중기청 3건)
- BI창업기업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주요생산품
- 단말 양산용 CPU통합 모듈

(Car AVN, DID, PND, Mobile TV, Smart Terminal) 
- 통합 멀티미디어 단말 개발용 툴킷 (H/W, F/W, S/W )

㈜엠투코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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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51 H/W Design Package

MX53 H/W Design Package

사업분야
▪ Car AVN(Audio Video Nevigation)
▪ PND(Portable Multimedia Device)
▪ Smart Terminal Mobile TV 
▪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Portable Beam Projectro
▪ S/W Multimedia Solution
▪ Total Multimedia Terminal Packages

복리후생
▪ 점심 및 저녁 식대 지원
▪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00 ~ 18:00)    ♧ 문의 : 02-3443-4369/황지혜 과장

Car AVN MX51

MX31 H/W Design Package



회사소개
▪ 2010년 1월 설립(본사 : 상암동)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자금 유치, 중소기업청 주최 벤처창업경진대회 입상, 벤처인증획득, 신성장 기술개발 자금유치
▪ 지식경제부지원 IT 유망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자금선정, 정보통신사업진흥원 SW 지원사업선정 ,하나SK스마트페이 공
급자 선정
▪ 정부 R&D 프로젝트 수행, 슈퍼스타 M 대상수상
▪ 특허등록 4건, 특허출원 4건, PCT특허출원 1건
▪ 자체 솔루션
-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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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불결제시스템 구축 및 IT기반 신개념 통합결제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술벤처
▪ 모바일 서비스 기획을 바탕으로 PUSH서비스와 APP기반의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간편한 Device를 통한 온/오프라인,홈쇼핑,개인간 금융거래 등 다양한 전자결제 활동의 채널 제공

복리후생
▪ 점심 및 저녁 식대
▪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00 ~ 18:00)               ♧ 문의 : 010-9875-5511   김상일 차장



회사소개
▪ 1997년 회사 설립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병역특례지정기업
▪ 2000년 삼성물산 투자 유치
▪ 1997. 2000. 2009 정보통신부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3회 수상
▪ 네트워크 보안 전문업체
▪ 이메일 아카이빙 1위 기업
▪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

사업개요

㈜컴트루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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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아카이빙(로그,이메일,파일)
▪ 개인정보 노출차단
▪ 이메일보안
▪ 내부정보유출방지
▪ DDoS공격탐지·차단
▪ 스팸메일차단

복리후생
▪ 스톡옵션, 우수사원 표창 / 포상
▪ 각종경조금, 구내식당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00 ~ 18:00)               ♧ 문의 : 02-396-7005   임승필 대리



회사소개
▪ 설립일 : 2001년 9월 (위치: 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
▪ 임직원수 : 82명 (2012년 7월 현재)
▪ 사업분야 : 협업솔루션 개발 및 사업 수행, 그룹웨어, 전자결재,  메신저, 

UC,  모바일오피스, 통합커뮤니케이션, SSO/IM 솔루션
㈜코비젼은 2001년에 설립되어 협업 솔루션과 전자 결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Workflow 를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를 정보화하는데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Workflow기반의 전자결재와
Exchange 서버 및 MOSS 기반의 그룹웨어, 품질관리, 문서관리, 지식경영분야 ,UC 등 기업에 필요한 토탈 협업솔루션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코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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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협업솔루션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 Workflow 기반 전자결재 구축
▪웹메일 / Exchange / SharePoint 구축
▪ UC / SSO / 인프라 구축
▪ 고객사 협업 인프라 진단 컨설팅 / 인프라, UC, 보안 컨설팅 / 기술교육
▪ 기존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 Call Center 상시 운영

복리후생및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08:30 ~ 17:30) / 야근 시 석식 제공 / 연차휴가
▪ 4대보험, 1년 이상 재직자 상해보험 가입, 퇴직연금, 만36세 이상 매해 종합건강검진
▪ 경조사 지원 : 각종 경조금, 상조회 운영
▪ 장기근속장려 제도 운영 / 인재추천 포상 제도 운영
▪ 수당 : 프로젝트 수행 수당, 자격증 수당 등
▪ 명절 (구정,추석) 선물 지급
▪ 동호회 운영 및 지원

♧ 문의 : 070-7167-8802      인사 담당자 이유미



㈜픽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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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의 DEVELOPMENT / PROMOTION / EDUCATION  노하우

For Information eXpansion“미래의정보 확장을 위하여” (2000. 3. 3 설립)

2011. 12   DMC Awards 클러스터상 수상
2010. 5    DMC 첨단산업센터 입주사 선정
2009. 4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기업 인큐베이션 회원사 선정
2009. 3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등록(이노비즈)
2009. 3    벤처기업등록
2007. 12  인천광역시표창장 수여

선정

회사소개

사업개요

 2D/3D 게임 기획/그래픽/프로그램교육
미디어 교육(MEDIA EDUCATION)
세미나(SEMINAR)

이벤트(EVENT)
전시(EXHBITION)
통합홍보마케팅(INTEGRATED PR MARKETING)

게임(GAME)
애니메이션(ANIMATION)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션(APP)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개발

콘텐츠
교육

캐나다, 러시아, 독일, 아일랜드, 한국등 다국적우수인력들이근무

복리후생
점심식대지원
 4대보험

근무조건
▪주 5일근무 (09:00 ~ 18:00)

문의
▪ ㈜픽스코리아사업기획팀허수연과장 070-7580-8548 / suyeon.heo@fixkorea.co.kr

(www.fixkorea.co.kr)



DIGITAL MEDIA CITY

SBA 클러스터운영팀
TEL : 02)3153-7122 / FAX : 02)3153-7129 / E-MAIL : amiga00@sba.seou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