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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의 희망상사를 소개합니다!
1

희망이음의 대표신입사

원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희망사원 최윤진 !

CHOI YOON JIN

“평소 관심있던 웹툰 관
련

기업에 탐방을 갈 수 있
다니!”

희망이음의 훌륭한 신입사

원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희망사원 이애리 !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편견

오늘의 기업탐방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
까?＂



기업 선정 이유
1

스타트업 트랜드 리포트 2017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취준생들의 절반정도가

스타트업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취직에 대한 부정적 고려이유

낮은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 (59.8%)

급여 등 복리후생 감소에 대한 걱정 (21.6%)

이끌어줄 수 있는 사수의 부족 (7.2%)



기업 선정 이유
1

그래서 저희

희망상사

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인재들에게

각 지역의 훌륭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희망상사가 소개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기도의 우수기업 입니

다.

기업 소개
2

㈜ 아이디어 콘서트 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아이디어 콘서트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권리화하며, 사업화
하여,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것 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기업 연혁
2

2016. 11

2017. 04

2016. 09

2016. 12

2015. 09

㈜ 아이디어콘서트 설립
2016. 03

웹툰 무비솔루션 프로젝트 기획

웹툰 저작 솔루션 문화 기술사업 선정
(2016.09~2017.06)

경기창조혁신센터 보육기업선정
KT글로벌상생프로젝트 선정
스타마케팅플랫폼 2차기술

개발

아이디어 권리화 플랫폼 런칭

가천대학교
경기 창조 혁신 센터 보육기업 선정



기업 소개
2

아이디어 콘서트는
어떤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

나요?

마케팅과 영업력까지 겸비한 조직 :
아직 스타트업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현재 국내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해외의 공공기관을 파트너로 둔 제휴능력과 영업
력까지 우수한 조직입니다.

개발능력과 최적화솔루션을 갖춘 팀 :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종유저를 기준으로 최

적화방법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설계를 합니다. 

기획 및 실행력이 강한 팀 문화 : 
기획 및 실행력이 강한 조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개인의 능력
보다는 팀원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결과물을 얻기를 원합니

다. 



현재 아이디어콘서트는

발명가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 권리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서비스인 “아이디어보호센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스타를 이어주는

연예인 마케팅 시스템인 “STING”

웹툰 혹은 만화 단행본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웹툰무비솔루션인 “웹툰무비플랫폼”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
2

아이디어 콘서트는 무엇을 하
는

회사인가요?



기업 소개
2

아이디어 콘서트의 다양한 주요 서비스중 아이디어 콘서트가

가장 주력을 다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웹툰 무비 플랫폼 ‘ 투니
비 ’입니다.

만화나 그림동화를 비디오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6가지 이상의 유료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처리 할 전문 직원 또한 필요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힘들기 때문
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아이디어 콘서트는 ‘투니비’ 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기업 소개
2

‘투니비’는 쉽게 설명하면 ,
만화나 그림동화에서 객체를 분리하여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영상이미지를 만드는 특수 제작 도구입니다.

WebToon Movie Maker-toonivie 를 사용하면 클릭한번에

만화나 그림동화책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투니비는 이미지를 분리하면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객체를 분리하
고,

이미징 도구를 50가지로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지와 영상으로 출력되고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

마트폰에서도 최적화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소개
2



기업 탐방
3

저희 희망상사는 지난 11월 18일
희망이음 프로젝트 기업탐방을 통해 아이디어 콘서트에 기업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디어 콘서트 도착 !



기업탐방을 하며 저희는 직원분들의 설명을 들으며 회사의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둘러보며 콘텐츠를 만드는 것, 또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지에 대해 들을 수
직접 둘러본 회사는 너무 깔끔하고 쾌적했습니다.

기업 탐방
3



기업 탐방
3

또한 저희는 아이디어 콘서트의 대표님이 직접 해주시는 회사소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처음 아이디어 콘서트를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는지 같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기업 탐방
3

또한 아이디어 콘서트의 대표 서비스인 ‘ 투니비＇에 대해서도 말해주셨습니다.
투니비는 포토샵을 포함한 6가지의 프로그램을 대신할 수 있고, 가격면에서도 훨씬 저렴해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상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더 자세히 알게된 투니비는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였고, 투니비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기업 탐방
3

무엇이든 물어보세
요!

강의 이후에는 대표님께 1:1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해 간 질문들과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Q : 대표님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A : 무엇보다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기 때문에 영상제작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Q : 대표님이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껀가요?

A : 제일 먼저 외국어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

도 같이 일하
는 글로벌 시대인 만큼 영어 회화 능력은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기업 탐방 후기
3

탐방을 다녀온 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연히당연히 대기업에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업탐방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원하는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희망이음 프로젝
트

4

저희 희망상사는 저희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의 취준생 분들이
지역에 이렇게 우수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기회를 얻어가라고 추
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13개 지역의 우수기업 과
능력있는 청년인재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지요!

‘희망이음 프로젝트’ 는
지역인재와 선별된 지역 우수기업을 희망으로 이어주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ONLINE
4

1. INSTARGRAM
2. BLOG



OFFLINE
4

1. 2018 청춘박람회 참여
- 희망이음 프로젝트 홍보

- 지역 우수기업 홍보
- 희망이음 SNS 홍보

2. 2018 희망 JOB 는 취업캠프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