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산업 케이잡스 하온테크 태양에스엠 연두세상 영우

시스메이트 한국화장품 지쉘그룹 인코칭 올리브스톤 인코칭 초록배낭 익스플즌 인브레인

제이디아이엔에스 유니스텍 코스텍 태산플랜트 퍼플독 피엘시스템즈 한국건설안전공사 한국직업개발원 한성브라보 휴마테크

고마노 꼬까참새 마케팅이즈 머터리얼사이언스 브라운백컴퍼니 씽크튜브코리아 아이티스코 유바이오로직스 제이케이엘컴퍼니 게임베리

문정아
중국어연구소

밥장인 스마트골프 씨에스리 에코 유틸렉스
인더코어

비즈니스플랫폼
푸드나무 아이디어콘서트 포스텍

지앤지
엔터프라이즈

패숀팩토리 하온테크 할랄코리아 효원HM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세광 대한이앤씨 디에스앤텍

두성이엔지 우영플랜트 동인엔지니어링 아이쓰리시스템 비피도 미코 코미코 고려기프트 구스타 바이오푸드스토리

부뜰정보시스템
씨제이

인스트루먼트
에이티에스 글로벌브릿지 대원세라믹스 디엔엠항공

한국소프트웨어
아이엔씨

윤덕씨앤피 제이앤케이씨 태양에스엠

파이언넷 프리커스 사이버씨브이에스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

마크 브릭 서일퍼시픽 셀메이트 시에스텍 아이티스정보통신

에스큐엔지니어링 이지텍 쟈베스코리아전자 조이라이프 중동점기아오토큐 진보 초록배낭 푸드엔 플레이오토

핌아시아
한국생명과학
연구소

티라유텍 딕스코리아 스쿨버스 오소 위대한상사 인라이플 시스메이트 유웰데코

올리브스톤 이름디자인스킨 마더브레인 퍼플프렌즈 이노레드 용암정밀 이큐브랩 더유제약 트리플하이엠 바이로봇

이지웰페어 문화유통북스 더파이러츠 유비파이 로킷헬스케어
스포츠앤드
비즈니스컴퍼니

더부쓰 크라클팩토리 리얼스핀 연두세상

다노 동아알루미늄 한국화장품 PN풍년 삼익전자공업 매일식품 인코칭 엑센도
쓰리에이씨
화성지점

태동ENG

대전 동구 식품산업 전문기업

신나게 일하고 즐기는 회사

집 밥 보다 맛있는 전문 조리바이저의
손 맛으로 차려진 건강한 식사

피로를 풀어줄 휴게실, 상쾌함을 더할
샤워실, 커피를 즐기는 테라스

문화회식 지원(연 6회)
장기근속 포상 및 휴가(3,5,10,20년)
자기계발, 업무능력향상 지원 등

‘엄마는 강하다’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워킹맘 탄력근무제 시행 등)

서울 강남구 MRO 구매대행 기업

직원이 만족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회사

‘회사를 집처럼’다양한 복리후생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0종)

‘우리는 하나다’직원과 회사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회사(신문고 등)

㈜마루에프앤씨 ㈜미래엔티에스

열린 경영을 실천하는 회사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한 복지제도
(출산장려금, 직장어린이집 무상보육 등)

임직원 국내외 무료 여행
(직원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 선정)

직원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회사
(연말성과급, 공제상품 가입 등)

㈜서울F&B

강원 횡성 유가공 식음료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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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족은 또 다른 우리의 활력소
(연말 가족 행사, 배우자 생일 지원 등 )

서울 금천구 UI개발 SW 전문기업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

회사와 개인 균형발전 적극 지원
(야근 없는 기업문화, 존중 문화 등)

강요,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분위기
(업무는 개인스케줄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통신비, 경조비, 휴가시 콘도 이용지원, 
퇴직연금제도 등)

서울 중구 머신러닝 기반 AI 전문기업

꿈꾸고, 믿고, 실천하는 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시간 준수, 주 4일제 도입 검토중,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

직원 포상 및 성과보상
(장기근속 포상, 우수사원 포상, 직무
발명제도에 따른 특허보상 등)

㈜소프트보울 ㈜솔리드웨어

Good Things With Pleasure

‘워라밸’을 구현하는 회사
(입사첫날부터 20일 연차 부여, 생일/결혼

기념일 3시 조기 퇴근 등)

‘성장’을 지원하는 회사
(20%타임제, 다양한 세미나 운영 등)

‘즐거움’을 구현하는 회사
(매월 이벤트 운영, 사내 간식바 운영 등)

㈜시큐레이어

서울 성동구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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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로봇 제어 개발 기업

수평적 문화와 성과를 인정하는 회사
(영문 호칭, 직급과 상관없는 성과보상 등)

서울 강남구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Perfect reason 함께 있는
“완벽한 이유＂를 만드는 기업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회사
(주 40시간만 지키면 되는 자율출퇴근제 등)

직원 친화적 근무환경
(카페테리아, 미니영화관, 음료수 냉장고 등)

㈜아진엑스텍 ㈜아크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기업

㈜앱포스터

서울 마포구 스마트워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워라밸을 중시하는 앱포스터!

수평적 근무환경 조성
(직급폐지, 전 직원 존칭 사용 등)

일-생활 균형을 지키는 회사
(근무시간 준수, 야근 없는 근무환경, 여
름휴가 플러스(3일)제공 등) 

기업성장을 공유하는 회사
(스톡옵션, 자사주 구입 기회 등 제공)

성과를 인정하는 회사
(우수사원 해외 연수, 우수사원 가족여행, 
인센티브 지급 등)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콘도/리조트 이용권, 기숙사, 체력
단련실 등)

장기근속자 포상 및 휴가
(가족여행·부부 유럽여행 경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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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기업솔루션 IT기업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자유로운 일터

‘무한한 재량권’
(탄력근무제, 부메랑 채용제도, 자율의사

결정제도, 편안한 연차/반차 사용 등)

동반성장, 혜택공유
(다양한 인센티브, 스톡옵션, 내일채움
공제 등)

직원이 행복한 복지혜택
(친환경 사무공간, 장기근속포상, 단체
소풍/영화관람, 해외여행 등)

직원 개인의 만족이 회사의 발전
(해외 세미나 참가 지원, 우리사주 부여 등)

서울 중구 종합 IT 매니지먼트 기업

The Expernet, The Happier!

직원들의 인싸라이프를 응원하는 회사
(생일자 조기 퇴근(월 1회) 등)

다양하게 준비된 복지환경!
(조·중·석식 및 간식, 외부카페 무료 등)

㈜에이앤티 ㈜엑스퍼넷

직원과함께성장하는식품벤처기업

성과공유제와 내일채움공제 등 20
가지 복지제도를 통한 직원과 공유
가치 성장

가족친화 및 일가정양립제도 우수기업

자기계발 및 성장 지원, 워킹맘 적극지원

㈜오렌지피플

경기 하남시 식음료용파우더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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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원자력엔지니어링 서비스전문기업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소통하는 회사

기업성과 효과 공유
(인센티브, 직무발명 보상제 등) 

‘E-복지지원’으로 건강검진과
문화활동 상시 활용(290만원 상당)

문화의 날 조기퇴근(연12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가족/연인과
함께)

경기 군포 친환경에너지, SMT 전문기업

기업 성장 효과 공유
(인센티브 지급, 해외전시 참여 부여 등)

일학습병행제 도입으로
개인능력 UP!

일-생활 균형 적극 지원
(선택적 시간근로제, 샌드위치 휴무 등)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일학습병행제, 직무발명보상제, 도제학교 등)

㈜유니스텍 ㈜유씨티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유앤피플

서울 구로구 인터넷 시스템 구축기업

일과 가정을 균형있고 건강하게

노사상생 및 성과 공유제도
(전 직원 해외워크숍 등)

직원 친화적,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카페테리아, 도서관, 교육비 지원, 
자유로운 육아휴직 등)

장기 재직 지원제도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원 해외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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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
(일학습병행제, 어학교육, 대학지원 등)

충남 천안 특수디스플레이 개발 및 생산 기업

직원의 행복이
회사의 행복이 되는 기업

해외에서 새로운 견문을 넓히는 우리
(상·하반기 각 1회, 출장+1일(문화체험 지원)

직원 친화적 근무환경
(만화방, 당구장, 탁구장, 카페테리아 등)

㈜이안하이텍

끝없는 도전과 혁신
새로운패러다임을만들어가는회사

성과를 직원과 공유하는 회사
(상생형 인센티브 지급)

일 할 때와 쉴 때를 확실히 하는 회사
(분기/반기 워크숍 지원(프로모션) 등)

장기근속과 직원성장을 지원하는 회사
(일학습병행제도 시행, 장기근속휴가 등)

㈜이인벤션

서울 구로구 디지털 마케팅 기업 서울 송파구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 기업

워라밸, 기업 성장 모두 함께

저녁이 있는 삶! 
(주 35시간 근무(10 to 6),  샌드위치
데이 휴무 등)

자유로운 휴가 사용
(2년마다 해외경비 250만원 지원+9일
리프레쉬 휴가 등)

회사 성과는 직원과 함께
(영업이익 10% PS지급, 신입초봉 매년
인상 등)

㈜익스플즌



한영산업 케이잡스 하온테크 태양에스엠 연두세상 영우

시스메이트 한국화장품 지쉘그룹 인코칭 올리브스톤 인코칭 초록배낭 익스플즌 인브레인

제이디아이엔에스 유니스텍 코스텍 태산플랜트 퍼플독 피엘시스템즈 한국건설안전공사 한국직업개발원 한성브라보 휴마테크

고마노 꼬까참새 마케팅이즈 머터리얼사이언스 브라운백컴퍼니 씽크튜브코리아 아이티스코 유바이오로직스 제이케이엘컴퍼니 게임베리

문정아
중국어연구소

밥장인 스마트골프 씨에스리 에코 유틸렉스
인더코어

비즈니스플랫폼
푸드나무 아이디어콘서트 포스텍

지앤지
엔터프라이즈

패숀팩토리 하온테크 할랄코리아 효원HM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세광 대한이앤씨 디에스앤텍

두성이엔지 우영플랜트 동인엔지니어링 아이쓰리시스템 비피도 미코 코미코 고려기프트 구스타 바이오푸드스토리

부뜰정보시스템
씨제이

인스트루먼트
에이티에스 글로벌브릿지 대원세라믹스 디엔엠항공

한국소프트웨어
아이엔씨

윤덕씨앤피 제이앤케이씨 태양에스엠

파이언넷 프리커스 사이버씨브이에스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

마크 브릭 서일퍼시픽 셀메이트 시에스텍 아이티스정보통신

에스큐엔지니어링 이지텍 쟈베스코리아전자 조이라이프 중동점기아오토큐 진보 초록배낭 푸드엔 플레이오토

핌아시아
한국생명과학
연구소

티라유텍 딕스코리아 스쿨버스 오소 위대한상사 인라이플 시스메이트 유웰데코

올리브스톤 이름디자인스킨 마더브레인 퍼플프렌즈 이노레드 용암정밀 이큐브랩 더유제약 트리플하이엠 바이로봇

이지웰페어 문화유통북스 더파이러츠 유비파이 로킷헬스케어
스포츠앤드
비즈니스컴퍼니

더부쓰 크라클팩토리 리얼스핀 연두세상

다노 동아알루미늄 한국화장품 PN풍년 삼익전자공업 매일식품 인코칭 엑센도
쓰리에이씨
화성지점

태동ENG

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회사
(성과급 제도, 자기계발 비용지원 등)

e-비지니스 서비스 전문기업서울 송파구

직원의 미래를 이끄는 회사

유연한 근무 환경
(시차출근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쉴 때는 확실히 쉬자
(자유로운 휴가, 프로젝트 후 리프레쉬 휴가
부여(2주), 문화생활, 취미활동 지원 등)

직원의 성장을 배려하는 회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전공과 적성 배려 등)

뷰티 등 의료기기 도소매 기업서울 강남구

행복하고 미래를 함께하는 회사

근무시간이 행복한 회사
(야근 없는 문화, 점심은 길게(90분) 등)

직원 모두가 주인인 회사
(연차와 상관없이 독자적 업무추진, 직원의

지인과 함께하는 연말 파티 등)

㈜제이디아이앤에스 ㈜지쉘그룹

강원 원주 플랜트 설비 전문기업

더 큰 꿈, 더 큰 미래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준수하는 회사
(근무시간 준수, 탄력근무 시행 등)

직원의 근무환경을 신경 쓰는 회사
(기숙사 운영, 유니폼 지급, 차량유지비
지원 등)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 육성
(베트남지사 연수, 해외워크숍(4박5일) 등)

㈜태산플랜트



한영산업 케이잡스 하온테크 태양에스엠 연두세상 영우

시스메이트 한국화장품 지쉘그룹 인코칭 올리브스톤 인코칭 초록배낭 익스플즌 인브레인

제이디아이엔에스 유니스텍 코스텍 태산플랜트 퍼플독 피엘시스템즈 한국건설안전공사 한국직업개발원 한성브라보 휴마테크

고마노 꼬까참새 마케팅이즈 머터리얼사이언스 브라운백컴퍼니 씽크튜브코리아 아이티스코 유바이오로직스 제이케이엘컴퍼니 게임베리

문정아
중국어연구소

밥장인 스마트골프 씨에스리 에코 유틸렉스
인더코어

비즈니스플랫폼
푸드나무 아이디어콘서트 포스텍

지앤지
엔터프라이즈

패숀팩토리 하온테크 할랄코리아 효원HM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세광 대한이앤씨 디에스앤텍

두성이엔지 우영플랜트 동인엔지니어링 아이쓰리시스템 비피도 미코 코미코 고려기프트 구스타 바이오푸드스토리

부뜰정보시스템
씨제이

인스트루먼트
에이티에스 글로벌브릿지 대원세라믹스 디엔엠항공

한국소프트웨어
아이엔씨

윤덕씨앤피 제이앤케이씨 태양에스엠

파이언넷 프리커스 사이버씨브이에스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

마크 브릭 서일퍼시픽 셀메이트 시에스텍 아이티스정보통신

에스큐엔지니어링 이지텍 쟈베스코리아전자 조이라이프 중동점기아오토큐 진보 초록배낭 푸드엔 플레이오토

핌아시아
한국생명과학
연구소

티라유텍 딕스코리아 스쿨버스 오소 위대한상사 인라이플 시스메이트 유웰데코

올리브스톤 이름디자인스킨 마더브레인 퍼플프렌즈 이노레드 용암정밀 이큐브랩 더유제약 트리플하이엠 바이로봇

이지웰페어 문화유통북스 더파이러츠 유비파이 로킷헬스케어
스포츠앤드
비즈니스컴퍼니

더부쓰 크라클팩토리 리얼스핀 연두세상

다노 동아알루미늄 한국화장품 PN풍년 삼익전자공업 매일식품 인코칭 엑센도
쓰리에이씨
화성지점

태동ENG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는 기업
(스톡옵션 부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와인 정기구독 서비스 기업서울 송파구

와인과 함께하는 럭셔리
오피스 라이프스타일

유연한 근무 환경
(개인일정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   

휴가는 자유롭게 등)

조금은 독특한 복지제도
(직원이 원하는 와인 4병 지급(매달) 등)

직원 가족을 내 가족처럼
(가정의 날 격려금 지급, 명절선물 등)

SW 개발·운영 기업서울 영등포구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임직원 사기증진을 위한 포상제도
(반기별 우수사원 포상, 인센티브 지급 등)

직원 목돈마련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퍼플독 ㈜피엘시스템즈

대전 유성구 안전진단 전문기업

직원이 먼저인 밝고 긍정적인 회사

일-생활 균형 적극 지원
(매주 목요일 가족 데이, 정시퇴근, 샌드
위치데이 휴무, 장거리 근로자 재택근무 등) 

장기근속 직원 포상 및 휴가
(매년 말 임직원 해외 여행 지원)

직원의 성장과 편의를 함께하는 회사
(수평적 문화, 자율복장, 휴가비 지원, 법인

차랑 출퇴근 가능 등)

㈜한국건설안전공사



한영산업 케이잡스 하온테크 태양에스엠 연두세상 영우

시스메이트 한국화장품 지쉘그룹 인코칭 올리브스톤 인코칭 초록배낭 익스플즌 인브레인

제이디아이엔에스 유니스텍 코스텍 태산플랜트 퍼플독 피엘시스템즈 한국건설안전공사 한국직업개발원 한성브라보 휴마테크

고마노 꼬까참새 마케팅이즈 머터리얼사이언스 브라운백컴퍼니 씽크튜브코리아 아이티스코 유바이오로직스 제이케이엘컴퍼니 게임베리

문정아
중국어연구소

밥장인 스마트골프 씨에스리 에코 유틸렉스
인더코어

비즈니스플랫폼
푸드나무 아이디어콘서트 포스텍

지앤지
엔터프라이즈

패숀팩토리 하온테크 할랄코리아 효원HM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세광 대한이앤씨 디에스앤텍

두성이엔지 우영플랜트 동인엔지니어링 아이쓰리시스템 비피도 미코 코미코 고려기프트 구스타 바이오푸드스토리

부뜰정보시스템
씨제이

인스트루먼트
에이티에스 글로벌브릿지 대원세라믹스 디엔엠항공

한국소프트웨어
아이엔씨

윤덕씨앤피 제이앤케이씨 태양에스엠

파이언넷 프리커스 사이버씨브이에스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

마크 브릭 서일퍼시픽 셀메이트 시에스텍 아이티스정보통신

에스큐엔지니어링 이지텍 쟈베스코리아전자 조이라이프 중동점기아오토큐 진보 초록배낭 푸드엔 플레이오토

핌아시아
한국생명과학
연구소

티라유텍 딕스코리아 스쿨버스 오소 위대한상사 인라이플 시스메이트 유웰데코

올리브스톤 이름디자인스킨 마더브레인 퍼플프렌즈 이노레드 용암정밀 이큐브랩 더유제약 트리플하이엠 바이로봇

이지웰페어 문화유통북스 더파이러츠 유비파이 로킷헬스케어
스포츠앤드
비즈니스컴퍼니

더부쓰 크라클팩토리 리얼스핀 연두세상

다노 동아알루미늄 한국화장품 PN풍년 삼익전자공업 매일식품 인코칭 엑센도
쓰리에이씨
화성지점

태동ENG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3년연속 평균 30% 매출성장, 전직원 내일
채움공제 가입, 200만원 복지카드 지급)

서울 마포구 4차산업 신직업 온,오프 교육 기업

워라밸 자율경영 주도

유연한 근무 환경
(유연근무제 자율적용, 금요일 얼리
버드 퇴근제, 자유로운 연월차 등)

차별없는 채용, 직원이 만들어가는 복지
(차별없는 장애인 채용, 분기별 블록버스터
워크숍 등)

직원 편의를 위한 시설 확보
(수면실, 세차시설, 체육시설(골프, 족구 등)

세차장비, 세차기 개발 기업경북 칠곡

Work and life balance

일-생활 균형 지원
(근무시간 준수, 유연근무제 시행 등)

직원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장기근속 포상 등)

㈜한국직업개발원 ㈜한성브라보

인천 연수구 공기질 측정기 개발 기업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일과 가정 모두 행복하게
(결혼기념일 외식비(15만원), 우수사원
부부동반 해외여행비(150만원) 지원 등 )

기업성장 효과 공유
(성과급 지급, 스톡옵션 준비 등)

직원 스케줄에 따른 출퇴근시간
(출근시간 유동적 실시(10시 출근허용), 
탄력근무제 실시, 근무시간 준수 등)

㈜휴마테크



한영산업 케이잡스 하온테크 태양에스엠 연두세상 영우

시스메이트 한국화장품 지쉘그룹 인코칭 올리브스톤 인코칭 초록배낭 익스플즌 인브레인

제이디아이엔에스 유니스텍 코스텍 태산플랜트 퍼플독 피엘시스템즈 한국건설안전공사 한국직업개발원 한성브라보 휴마테크

고마노 꼬까참새 마케팅이즈 머터리얼사이언스 브라운백컴퍼니 씽크튜브코리아 아이티스코 유바이오로직스 제이케이엘컴퍼니 게임베리

문정아
중국어연구소

밥장인 스마트골프 씨에스리 에코 유틸렉스
인더코어

비즈니스플랫폼
푸드나무 아이디어콘서트 포스텍

지앤지
엔터프라이즈

패숀팩토리 하온테크 할랄코리아 효원HM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세광 대한이앤씨 디에스앤텍

두성이엔지 우영플랜트 동인엔지니어링 아이쓰리시스템 비피도 미코 코미코 고려기프트 구스타 바이오푸드스토리

부뜰정보시스템
씨제이

인스트루먼트
에이티에스 글로벌브릿지 대원세라믹스 디엔엠항공

한국소프트웨어
아이엔씨

윤덕씨앤피 제이앤케이씨 태양에스엠

파이언넷 프리커스 사이버씨브이에스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

마크 브릭 서일퍼시픽 셀메이트 시에스텍 아이티스정보통신

에스큐엔지니어링 이지텍 쟈베스코리아전자 조이라이프 중동점기아오토큐 진보 초록배낭 푸드엔 플레이오토

핌아시아
한국생명과학
연구소

티라유텍 딕스코리아 스쿨버스 오소 위대한상사 인라이플 시스메이트 유웰데코

올리브스톤 이름디자인스킨 마더브레인 퍼플프렌즈 이노레드 용암정밀 이큐브랩 더유제약 트리플하이엠 바이로봇

이지웰페어 문화유통북스 더파이러츠 유비파이 로킷헬스케어
스포츠앤드
비즈니스컴퍼니

더부쓰 크라클팩토리 리얼스핀 연두세상

다노 동아알루미늄 한국화장품 PN풍년 삼익전자공업 매일식품 인코칭 엑센도
쓰리에이씨
화성지점

태동ENG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축 근무
(주 30시간 근무,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

대구 북구 로봇 의수 개발 기업

직원의 행복이 최우선인 회사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
(정시퇴근하기, 건전한 회식문화,

퇴근 후 연락자제 하기 등)

다양한 직원 편의 시설 제공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실내외 테라스,    
상쾌함을 더할 남녀 개별 샤워실, 구내식당, 
개인식당, 세탁실 등)

고마노㈜

경남 김해

꼬까참새

유·아동의류 전문기업

Because you’re important
(내일채움공제, 가족친화인증 기업, 해외연수

및 자기계발 교육비 지원 등)

Because you’re worth it
(자유로운 근무시간, 근무시간 준수, 탄력적
출퇴근제 시행 등)

Because we grow with you
(기업성장 공유제도, 인센티브 지급, 국내 및

해외 포상 휴가 등)

Share our vision together

Because we all deserve praise
(휴게시설 카페테리아 운영, 생일파티, 할로윈,  

힐링여행 등)

서울 성동구

사람들이 좋은 회사
건강하고 즐거운 회사

마케팅이즈

온라인 마케팅 광고 전문기업

자율적 분위기인 회사
(자유복장(반바지 등), 다양한 의견 존중,
사내에 반려동물을 키움 등)

행복하게 일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회사(근무시간 준수,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경비지원 및 한달 휴가 부여 등) 

직원의 복지를 생각하는 회사
(운동지원비, 자기계발비 지원, 사내체육
시설,  중식제공 등)



진행중서울 금천구

건강한 조직문화, 저녁이 있는 삶

머티어리얼사이언스㈜

OLED재료 개발 기업

건강한 조직문화
(직원역량개발 지원, 여성친화적 환경 등)

저녁이 있는 삶
(refresh 휴가,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등)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
(스톡옵션, 우리사주 부여 등)

서울 서초구

브라운백커피㈜

원두 전문 기업

직원의 성장을 배려하는 회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기계발 지원, 

성장세미나 개최 등)

일-생활 균형 지원
(근무시간 준수, 가족돌봄휴가 등)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자율복장(반바지, 샌들 등), 수면실 등 )

직원의 개성과 성장을 존중하는 회사

서울 금천구

씽크튜브코리아㈜

의료, 결제 S/W개발 전문기업

자유로운 소통, 같이 성장하는 회사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유연근무제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

기업성장 효과 공유
(스톡옵션 부여,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직원 출장도 배려있게
(법인차량 지원, 공용사택 지원 등)



진행중

직원과 기업과 가정 모두 행복하게!

대구 수성구

아이티스코

스마트팩토리 구축, SW 기업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및 차별 없는 채용
(카페형 사무실 및 사내휴게실, 회사숙소
운영, 학력, 성별, 나이 불문 등 채용)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출퇴근 시간 조정 탄력근무제, 문화활동
리프레쉬 데이, 5/10년 안식휴가 등)

기업성장 효과 공유
(스톡옵션 부여, 교육비, 도서구입 등 자기
계발 비용 지원 등)

강원 춘천

㈜유바이오로직스

백신 등 바이오 전문기업

행복한 일터를 목표로 하는 기업

기업성장 효과 공유
(스톡옵션, 우리사주, 인센티브 지급, 내일
채움공제, 자기계발비 지원, 중식제공, 장기

근속 포상 등) 등)

일-생활 균형 지원
(자유로운 연차사용, 탄력근무제, 감사
문화 등)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자유로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서울 중구

㈜제이케이엘컴퍼니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

현재만큼 미래를 중요시 하는 회사
(특허 출현을 통한 신 사업 진행, 국내
미개척 인사이드 세일즈 분야 선도 등)

워라밸을 중요시 하는 회사
(유연근무제, 야근 없는 회사, 자유로운
연차사용, 방해없는 점심시간 70분 등)

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회사
(청년내일채움공제, PM영어 지원,
동아리 지원, 외부강사 강연 등)

Sales Data 기업



진행중서울 서초구

㈜게임베리

서울 종로구

직원의 행복 = 회사의 발전

㈜문정아중국어연구소

교육서비스 기업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기업

Disrupt Previous W-L Balance

‘시간은 금이다’
(분단위의 분(分)차, 입사부터 연차 20일, 
생일자 조기퇴근제도, 야근 지양 문화, 주

40시간 근무 등)

평균연령 29세 젊은 조직문화
(직책매니저 통일, 외국인 동료와 협업, 자율
복장, 업무시간 음악감상, 할로윈, 크리스마스
파티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
(전속바리스타(카페), 탁구, 오락기, 전자다트,     
게임기(플스), 안마의자, 2년 근속 2주 해외
여행 등)

유연한 근무 환경
(개인일정에 따른 시차출근제도, 자유
로운 연차 사용 등)

근무시간이 행복한 회사
(야근 없는 문화, 점심시간 100분 등)

노사상생 및 성과공유제도
(전 직원 해외워크숍, 인센티브 지급 등)

인천 남동구

㈜밥장인

건강과 일은 평행하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회사
(근무시간 준수, 재택근무,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인센티브 지급[순수익률 20%], 내일
채움공제 등)

직원의 자기계발과 가족을 중시하는
회사(세미나, 학원, 아카데미 등 제한
없는 교육비 지원, 가족동반 식사 등)

식품제조 전문기업



진행중경기 의정부

직원에게 행복을!

㈜스마트골프

스크린 골프 개발 기업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우리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
(명절 및 생일 축하금 지급, 휴가비 지원, 
콘도할인, 직영점 골프강습 할인 등)

일-생활균형 적극지원
(탄력근무제 시행, 재택근무 가능, 징검
다리 휴일시 월차 사용 등)

합리적 성과보상 시스템
(스톡옵션 부여, 우수직원 포상금 지급,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등)

서울 마포구

㈜씨에스리

IT아키텍처, 빅데이터교육기업

직원의 학습과 발전을 위한 지원
(도서구입비 지원, 학비지원, 제한 없는

학원 수강비 지원, 사내교육(연10회) 등)

창의적인 근무환경 조성
(쾌적한 사무실(누리꿈스퀘어), 휴게공간 등)

회사의 성장을 공유하는 회사
(PS지급, 우수사원 해외여행, 매년 늘어

나는 복지제도 등 )

전남 순천

㈜에코

친환경 도장공사 전문 기업

워라밸의 실현!

워라밸을 중시하는 회사
(근무시간 준수, 탄력근무제 등)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여성휴게실 운영, 자유로운 육아휴직 등)

직원의 자기계발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자기계발 비용
전액 지원 등)



진행중경기 성남

직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

㈜인더코어비즈니스플랫폼

호텔 솔루션 S/W 개발 기업

수평적 문화를 중시하는 회사
(직급에 구애 받지 않는 의사결정 등)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 자유로운 연차휴가 등)

임직원이 함께하는 회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호프데이 등)

젊고 활기찬 회사

서울 마포구

㈜푸드나무

푸드테크 선도 기업

기업의 성장은 직원과 공유
(우리사주 부여, 인센티브제 운영 등)

회사의 문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
(시차출퇴근제 운영, 정시퇴근 문화, 
자유 복장, 자유로운 연차사용 등)

직원의 복지를 생각하는 회사
(3박4일 리조트 무상지원, 건강, 체력
단련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경기 성남

㈜아이디어콘서트

언제나 즐거운 상상

웹툰 문화기술 연구/콘텐츠 제작 기업

일-생활 균형 : 효율적인 근무
(근무시간 준수, 탄력근무제 등)

평균 연령 20대, 젊은 직장문화
(소통이 원활하며 편안한 분위기)

업무는 자율적으로, 휴가는 자유롭게
(업무의 자율성, 휴가는 연차 안에서
자유롭게 이어서 사용)



진행중경기 안산

㈜포스텍

광통신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재육성형 젊은 기업, 여성친화기업

성과 공유로 열린 경영 실천
(성과공유 협약, 한마음협의회 운영 등)

워라밸의 실현, 행복경영 실천
(월요 자율 근무시간 운영, 힐링캠프 등)

열린경영, 행복 경영 실천

직원의 근무환경을 생각하는 회사
(생산 全 공정 스마트팩토리 구축 중)

기업 성장 효과 공유
(사내복지기금 운용 등)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정원 외 별도 인력 채용 및 교육 등)

㈜지앤지엔터프라이즈

전북 익산 의류제조, 판매 기업

인재육성 중심 지향 기업

경남 사천

하은테크㈜

기계부품 전문 제조기업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
저녁에 퇴근하면 자랑하고 싶은 회사

연구개발 중심형 회사운영
(청년연구원 다양한 기술습득. 성과공유제, R&D 
과제 23건 성공수행, 뿌리기술 전분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 다수인증획득)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
(현장기술직 장기근속 포상, 분기별 단체영화관람, 
정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선정되어 전 직원
보건소와 모바일 건강관리 복지 시행중)

여성근로자 우대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취업하고 싶은 기업 3년 연속
선정, 여성친화 일촌기업 선정)



진행중서울 마포구

㈜할랄코리아

조선기자재 전문 기업할랄 마케팅 개발 기업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

효원HM

창업의 기회가 열려있는 기업
(무역, 교육, 컨설팅 등 할랄 관련 전문

경력을 쌓아 창업도 가능)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 무슬람 예배 휴무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업
(이슬람 국가 해외 근무, 연수기회 제공 등)

부산 강서구

기업의 성장 공유 및 직원의 성장 지원
(성과급, 내일채움공제, 장기근속 포상,
자기계발 비용 지원, 주기적 교육 등)

일-생활 균형 지원
(근무시간 준수, 탄력근무제 운영 등)

직원 및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쾌적한 사무실 및 카페테리아, 자녀
학자금 지원, 육아휴직 등)

이슬람 문화권 친화 기업

서울 강남구

직원의 비전이 실현되는 기업

㈜허그맘허그인
심 리 상 담 센 터

심리상담 프랜차이즈 기업

직원의 비전이 회사의 비전인 곳
(스톡옵션, 연금 지원 등)

직원의 행복 복지에 적극 투자
(매월 영화의 날 조기 퇴근, 직원 심리
상담 지원 등)

근무환경을 배려한 다양한 복지 제도
(자율출근, 자기계발비 지원 등)



진행중부산 연제구

㈜세광

충남 논산

㈜대한이앤씨

신재생 에너지 기업기계·설비 전문 건설기업

일과 자기계발의 완성 잘사는 직원, 따뜻한 회사

임직원간 화합을 위한 노력
(월 2회 자율적 연구발표, 가족 해외연수
실시 등)

직원의 자기계발 적극지원
(학위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학비 전액
지원, 자격증 취득시 축하금 지원 등)

일-생활 균형 중시
(근무시간 준수, 자율적 문화 추구 등)

기업 성장 효과 공유
(성과연동제, 연구소기업 등 창업 장려)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정시 자동 퇴근, 탄력근무제, 근무지
선택 가능(대전 or 논산) 등)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자유로운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등)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근무시간 준수, 자유로운 휴가 및 육아
휴직, 직원의 자율성 보장 등)

직원의 성장을 적극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기계발비 지원 등)

직원이 행복한 기업
(연 1회 전직원 해외연수, 능력이 있으면
지속근무 가능(정년X), 체육행사 등)

경북 경주

㈜동인엔지니어링

착탈식 단열재 제조 기업

놀 때는 놀고, 일 할 때는 일 하고 !



진행중

일과 가정 모두 행복하게

기업 성장 효과 공유
(성과급 지급(영업이익 12%이내), 퇴직
연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직원과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회사
(단체보험 가입(배우자포함), 법인콘도
사용, 가정의 날 실시, 자유로운 휴가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
(온라인교육, 사내/외 교육, 국내외 학회
참석 지원 등)

대전 유성구

㈜아이쓰리시스템

적외선& X-ray 센서개발기업 경기 안성

㈜미코

반도체부품 전문 기업

평생 같이 일 할 수 있는 회사!

자발적 자기계발 환경 조성
(자기계발지원비,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 
해외법인 탐방 등)

평생직장에 맞춘 복리후생 제도
(결혼-경조금 지원, 자녀양육- 자녀학자금
지원, 건강 – 상해보험 제도, 노후 – 우리사주)

일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근무여건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매분기
개인·팀별 포상, refresh 집중휴가제 등)

경기 안성

㈜코미코

반도체부품세정, 코팅전문기업

기업 성장 효과 공유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지급, 우리사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직원의 워라밸을 추구하는 문화
(탄력근무제, 간주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안마실, 헬스장, 당구장 등 사내복지시설)

직원을 배려한 다양한 복지제도
(기숙사, 무상3식, 학자금, 사내대출제도,
휴양콘도, 근속포상금 지원 등)

즐거운 일터가 되는 회사!



진행중서울 도봉구

고려기프트㈜

온라인판촉쇼핑몰기업 (B2B)

기업과 직원의 행복을
“함께”만드는 회사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
(전 직원 성과급 지급, 사내강사제, 칭찬
직원, 우수직원 등 각종 포상제도 운영)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한 편의시설
(체력단련실, 스크린 골프장, 전신안마기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등)

직원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
(정시 출퇴근, 자유로운 휴가사용, 
全 임직원 해외여행 기회 제공 등)

서울 강남구

구스타㈜

여성 뷰티 전문 제조기업

융합과 협업으로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일터

효율성 중시, 시대맞춤형 기업
(직원 모두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자체
연구센터를 통해 발빠른 아이디어 적용,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

함께 성장하는 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내일채움공제, 포상,
인센티브 지급 등)

개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는 기업
(교육비 지원, 자기계발 지원, 특정조건 하에
학·석사 취득 지원)

전북 전주

㈜바이오푸드스토리

기능성식품전문컨설팅기업

나와 내 가족이 모두 행복한 일터!

기업 성장 효과 공유
(스톡옵션, 우리사주, 재충전 휴가지원 등)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시간선택, 재택 근무, 동계휴가제도,
7.5시간 근무제도(9to17:30 등))

직원을 배려한 다양한 복지제도
(건강증진을 위한 cheerup-day, 토닥
토닥 e-복지제도 등)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서울 용산구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케이잡스

고용 서비스 전문 기업

직원과 회사가 함께
꿈을 이루는 기업

직원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
(근무시간 준수, 한달에 한번 16시 퇴근
refresh데이, 자유로운 연차사용 등)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
(연 80시간 교육지원, 성과급 및 포상
휴가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자유로운 육아휴직, 배우자 육아휴직
권장, 결혼시 휴가 및 경조금 지급 등 )

충북 청주

㈜에이티에스

정밀사출 전문기업

회사와 직원이 서로를 위하는 기업

refresh한 근무환경
(3층 정원마당, 카페, 체력단련실 등)

직원과 같이 성장하는 회사
(성과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장기근속자
포상 등)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회사
(정시 출퇴근, 자유로운 휴가 사용, 회사
인근 기숙사(원룸) 제공 등)

㈜대원세라믹스

경기 김포 타일, 도기, 수전유통기업

‘우리는 하나다’직원과 함께 소통
하며 성장(인센티브, 생일축하금 등)

피로를 풀어줄 휴게실, 상쾌함을 더할
샤워실, 커피를 즐기는 테라스

탄력근무제를 통한 근무시간 부담
완화 및 대리운전 지원(출퇴근 시간
조정 / 법인용대리 가입)



진행중경남 사천

자율속의 경영을 실천하는 회사

디엔엠항공

진행중서울 금천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비전기업

진행중서울 금천구

Smart Factory 우수공급기업
= 직원배려 우수기업

㈜제이앤케이씨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글로벌SW인재양성전문기업 스마트팩토리전문기업

㈜한국소프트웨어아이엔씨

자율 경영 체계 운영
(전 사원 연봉제 도입 및 시간외 근무 자율화, 
팀별 자매 결연을 통한 협업 문화 창출)

장기 재직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원 포상(해외여행),

10년 근무자 순금 10돈 목걸이 포상 등)

우수 사원 포상, 교육 지원 등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
(연말성과급, 매월 문화회식 지원, 교육
지원 등)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자유로운 육아휴직, 출산지원 등)

일-생활 균형 적극 지원
(근무시간 준수, 직원 휴가지원(40만원), 
장기근속자 휴가 및 휴가비 지원 등) 

직원과 회사가 동반성장하는 우리
(스톡그랜트 지급, 우리사주 부여, 장기
근속자 주택구입대출지원 등)

일-생활 균형 실천 기업
(문화활동, 간식, 음료, 식사 제공 등)

고객에 대해서는 최적의 서비스로
직원은 가족처럼 대하는 기업

매년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
(성과급, 하계휴가비, 공제상품 가입 등)



진행중

직원이 행복한, 함께 성장하는 기업

진행중 진행중서울 금천구

PRIDE, PASSION, VISION 프리커스

태양에스엠㈜

재봉기 유통, 판매 전문기업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무료 매점, 카페 운영,  우수사원 해외

여행, 명절 선물 및 명절비용 지급 등)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스톡옵션, 우리사주 부여 등)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여성비율 70%, 자유로운 육아휴직, 
출산지원, 일 7.5시간 제도 운영 등)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
(사내대출(주택구매, 생활안정)지원, 

의료비 실비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등)

일-생활 균형 적극 지원
(근무시간 준수, Refresh 휴가 부여, 결혼
10주년 휴가비 지원(200만원) 등) 

기업의 성장효과 공유
(스톡옵션 부여, 성과 인센티브 부여, 
해외연수 교차 부여 등)

서울 구로구

파이언넷㈜

쇼핑몰시스템 개발 기업

건강한 신체와 안정적 삶의 도우미

서울 금천구

프리커스㈜

보안 솔루션 IT기업

열정적인 교육 문화
(사내 직무교육, 정기적 외부 소양교육, 
도서비 지원 등)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17시 퇴근제,
자유로운 휴가, 문화생활비 지원 등)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천만원 대출, 통신비&여름휴가비&상여금
지원, 장기근속자 여행경비 지원 등)



진행중

직원의 행복이 회사의 발전

진행중

구성원에게 아낌없이 주는 회사!

진행중서울 마포구

슈퍼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하여

사이버씨브이에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직원의 근무환경을 중시하는 문화
(어린이집, 샤워실, 수유실, 구내식당 등
편의시설 구비, 자율적 조직문화 등)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
(스톡옵션 부여, 자기계발 지원 등 )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 탄력근무제 실시 등)

서울 영등포구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홍보 컨설팅 전문 기업

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회사
(학자금 지원, 사내교육제도, 자율학습조
운영, 팀장급 MBA과정 지원 등)

직원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회사
(3+1휴가제도(하계 3주, 동계1주), 재택
단축근무제, 가정의 날 시행 등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자유로운 육아휴직, 출산지원, 수유실
운영, 임신부 근무를 위한 물품제공 등)

경남 창원

㈜마크

디자인, 인쇄, 광고문화선도기업

즐거운 직장만들기 문화
(웃음치료 교육, Fun 경영 등)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 유연근무제, 외출, 조퇴,
연차 자율성 보장 등)

직원을 배려한 다양한 복지제도
(영화day, 자기계발비 지원, 야근시
콜택시 귀가 조치 등)



진행중 진행중

행복과 성장이 가득한 회사

진행중경기 성남시

일(Work) 생(Life)이 행복한 기업

㈜브릭

데이터분석SW 개발기업

워라밸을 실천하는 기업
(가정친화제도-출산휴가,축하금 등, 
저녁이 있는 삶-정시퇴근, 야근zero 등

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
(경영성과급, 성과급지원제도, 자기계발
적극지원, 활성화된 사내교육 등 )

자유로운 조직문화
(자율성, 다양성 존중, 고충처리제도 등)

서울 마포구

㈜셀메이트

SW 개발 전문 기업

워라밸이란 바로 이런 것!
(자율출퇴근제, 장기근속자 휴가 및 여행
경비 지급, 야근 NO! 칼퇴 OK!, Happy 
Friday night 등) 

자기주도성장 복지
(자기계발비+문화도서비 72만원 지원,
국내외 워크숍, 우수사원 포상등)

조금은 독특한 제도
(뜻밖에 휴가(매월 말일 제비뽑기 랜덤
연차), 무제한 스낵바, 무료법률상담 등)

부산 강서구

㈜시에스텍

클래드메탈 소재 전문 기업

개인과 회사의 동반 성장

자율적 문화추구
(직원중심 기업, 업무의 자율성 부여 등)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 탄력근무제 등)

직원을 배려한 다양한 복지제도
(교통비 지원, 승진자(골드바)증정, 생일,
명절 등 선물 등)



진행중 진행중서울 송파구

오직 ‘안전＇만 생각합니다

진행중서울 영등포구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이티스정보통신

IT 솔루션 기업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 춘계체육대회, 가을산행, 
기념일 기프티콘 지급 등

기업 성장효과 공유
(반기별 인센티브, 우수사원 포상, 청년
채움내일공제 의무가입 등)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
(이너서클 운영 등)

에스큐엔지니어링㈜

열정과 패기로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
기업 (해외연수, 직무별 교육 실시 등)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는 기업
(청년내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성과급 지급, 장기근속자 포상 등)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자동육아휴직제, 출산격려금, 커피를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

경기 안양시

조화롭고 다채로운 삶을 위한 기업

㈜영우

패션소재 전문 기업

행복한 가정 중심의 삶을 지원
(연간4회(9~10일) 방학제도(연차미사용)    
부서의 날(연1회 휴가), 해외여행지원금
제도(연1회, 200만원 한도) 등)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지속적 근무단축, 전사 4시 정시퇴근, 
인공지능+영업 등 스마트화 등)

직원을 배려한 다양한 복지제도
(장기근속 포상, 교육비지원, 아침간식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기업



진행중 진행중서울 금천구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회사

쟈베스코리아전자㈜

진행중부산 사상구

건강하고 행복한 기업

㈜조이라이프

친환경자동차케이블생산기업 생활용품 제조 기업

㈜이지텍

대전 서구 SNS 시장선도온라인유통전문기업

일-가정 양립 실현
(야근없는 정시퇴근, 자유로운 연차사용,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지원, 직장어린이집
도입 검토 중)

직원과 기업간 성장 실현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 독서경영,
이지톡톡데이(매월 칭찬 및 건의사항 공유), 
이친행(친구초청 영화관람), 어학교육지원 등)

즐겁고 쾌적한 근로환경 실현
(카페컨셉의 쾌적한 사무실, 넓은 라운지와
휴식공간, 간식바와 피트니스클럽이용권 제공
매월 이벤트로 영화티켓 및 생일선물 지급 등)

가족친화 기업
(일-생활균형 지원, 정시퇴근제, 휴가비
지원 등)

개인의 성장을 고려하는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기계발 지원, 우수
사원 포상 등)

직원의 복지를 생각하는 회사
(점심시간 1.5시간, 야외테라스 휴게실, 
리조트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 

자율적 문화를 추구하는 회사
(全 사원 상호 존칭, 수평적 의사결정,  업무
자유도가 높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등) 

워라밸을 실천하는 기업
(정시퇴근제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점심회식, 퇴근 후 업무지시 지양 등)

인재 육성을 고려하는 회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현장실습 참여 등)

Don’t stop dreaming!
직원의 꿈을 실현하는 회사



진행중경기 부천시

회사의 최우선 고객은 직원

㈜중동점 기아오토큐

진행중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업

진행중자동차 서비스 기업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 탄력근무제, 자유로운
출근시간 등)

기업성장 효과 공유
(성과별 인센티브 지급, 가족동반 국내외
연수 등)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자유로운 육아휴직, 출산지원, 수유실
운영 등)

부산 연제구

㈜초록배낭

청소년체험여행전문기업

㈜진보

경북 칠곡

일-가정 양립 지원
(휴게실, 회사 전용사옥과 기숙사, 고등
학교, 대학교 학비일부지원 등) 

직원의 자기계발 지원
(건강검진/피트니스이용권, 도서구입비, 
공연/영화 관람권 지원 등)

직원 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

(석식 지원, 회식 지원, 연초 하반기 새로운

테마의 워크숍 개최 등) 

기업의 성장효과 공유
(우리사주 부여, 자기계발 지원 등 ) 

워라밸을 실천하는 기업
(정시퇴근제도, 출퇴근시간 자율선택, 
탄력근무제 실시 등)

열심히 일 한자여 떠나라!
(월차, 연차 등 눈치보지 말기, 장기근속
직원 포상휴가(해외여행) 등)

행복한 직원! 행복한 기업!

전기.통신.태양광 전문시공업체



진행중

직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진행중

직원의 성장과 미래를 돕는 회사

진행중부산 해운대

먹으면서 일합시다. 
직원 중심 복지경영

㈜푸드엔

B2B 식자재 종합유통업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

기업 성장효과 공유
(매년 이익의 10% 인센티브 지급, 
우수임직원 10% 이상 해외연수 등)

직원을 배려한 복지제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학자금 지원,
리조트 이용, 자기계발비 지원 등)

서울 구로구

㈜플레이오토

솔루션개발 기업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회사
(자율출근시간, 근무시간 준수, 야근NO 등) 

사내벤처지원으로 직원 창업, 독립지원
(사내 창업자를 위한 비즈니스센터 제공, 

자사주 구입기회 제공 등)

직원을 배려한 근무환경
(야외테라스, 탁구, 다트 등 오락실 보유,

사내카페, 풍부한 간식 제공 등) 

㈜핌아시아

서울 강남구 이커머스 기업

직원의 근무환경을 배려한 기업
(최고 사양의 장비 지원, 간식바 운영, 
사내 도서관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시퇴근, 탄력근무제 운영, 자유로운
연차 사용, refresh휴가 등)

직원을 배려한 복지제도
(도서구입비 무제한 지원, 생일자 이벤트
(상품권, 조기퇴근 등) 등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충북 음성

직원과 회사가 함께 건강하게

㈜한국생명과학연구소

화장품연구개발생산기업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

직원의 성장을 돕는 회사
(일학습병행제, 연 3회 워크숍 개최, 자기
계발 지원 등)

직원을 배려한 복지제도
(직원대출제도(무이자), 교통비 지원, 
생일자 선물 등)

서울 강남구

㈜티라유텍

스마트팩토리전문솔루션기업

직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

다양한 복지를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
(1+1종합건강검진, 학위취득 축하금,  
사내인재추천비, 자녀수당,건강수당 등) 

회사의 이익공유 및 개인별 성과보상
(우리사주 부여, PS, Retention제도 등)

고용평등과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차별없는 고용,  
임신기간근로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등) 

㈜딕스코리아

서울 금천구 비즈니스 솔루션 컨설팅 기업

환경, 문화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젊은 기업

여성친화적 기업
(육아휴직, 출산휴가, 여성 직원을 위한
편의 및 물품 제공 등)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복지
(개인의 필요에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 바우처 증정)

일-생활 균형 지원
(근무시간 준수, 정시퇴근, 야근zero, 연차
자율성 보장,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 등)



진행중 진행중서울 마포구

청년과 은퇴한 중장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

㈜스쿨버스

진행중서울 강남구

업무도 즐겁게, 휴식도 즐겁게!

㈜위대한상사

통학차량운행관리서비스기업 공유점포 플랫폼서비스 기업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IT근무직 : 자율출퇴근, 
차량운행직 : 정해진 시간만 운행), 자택
위주 배치 등)

기업 성장에 따른 성과 공유 프로그램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공제 가입,
스톡옵션, 차량별 인센티브 제공 등)

편리한 근무 환경
(수면실, 휴게실, 카페, 신차로만 운행 등)

일-생활 균형 적극지원
(근무시간 준수, 자기계발비 지원, 건강
검진비 지원, 연 1회 우수사원 포상, 재택
근무제, 문화의 날 등)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자유로운 육아휴직, 출산지원, 결혼

축하금 지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안정적인 고용
(전직원 정년보장,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및 휴가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인라이플

서울 구로구 광고 플랫폼 전문 기업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인 기업!

여성을 배려하는 근무환경
(자유로운 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여성 조기퇴근제 등)

직원의 성장과 성과를 보장하는 회사
(성과급 지급, 해외근무 활동 기회 제공,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슈퍼프라이데이(오후1시퇴근), 더블런치
타임(점심시간 2시간), 좀더자도된데이, 
칼퇴근제 등)



진행중서울 금천구

젊은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회사

㈜시스메이트

진행중서울 은평구

직원과 회사가 상생하는 기업

유웰데코㈜

진행중서울 마포구

직원이 행복한 문화

㈜이룸디자인스킨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온·오프라인 유통 전문기업 휴대폰케이스디자인전문기업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주도
(온/오프라인 교육 및 도서비 지원, 내일
채움공제 지원, 사내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성과공유 제도
(매월 영업사원 수주 1% 인센티브지급, 
아이디어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소통과 생산성을 높이는 사무환경
(밝은 분위기 사무공간, 조식 및 커피, 다과
제공, 소통형 카페테리아 공간제공 등)

직원의 성장을 고려하는 기업
(퇴직연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기계발

지원 등)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기업
(근로시간 준수, 전공에 맞는 업무 배려 등)

직원과 가족을 생각하는 회사
(직원생일 및 자녀 졸업 선물, 하계휴가
제도, 명절선물 등)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자유로운 출산·육아휴가, 육아여성
조기 퇴근제 실시 등)

refresh한 사무 공간
(오락실, 안마의자, 스타일러 등 카페
테리아 시설, 음료, 다과 무료 등)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빠른주말맞기 등 유연한 근무제도, 리프
레쉬 휴가(2주,4주) 및 휴가비지원



진행중서울 영등포구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해적단!

㈜더파이러츠

진행중서울 금천구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로킷헬스케어

진행중서울 성동구

직원이 발전하면, 회사가 발전한다

㈜신발연구소

수산물도소매플랫폼기업 바이오 기업 제화(구두) 플랫폼 기업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주도
(개인의 업무량에 따른 출퇴근, 수평적
조직문화, 자유복장 등)

기업성장 효과 공유
(스톡옵션, 우리사주 부여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회사
[특화된 플랫폼, 컨텐츠로 수산물 시장
혁신(수산물 크기, 품질 등 표준화 등)]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스톡옵션, 우리사주 부여, 인센티브 등)

신발연구소 데이!
(투표를 통한 전 사원 같이 놀기)

일은 수직적으로 문화는 수평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바로 진행, 영어호칭,
자기계발 적극지원 등)

자율과 책임 & 성과보상 문화
(자율성 보장, 임직원 다양성 존중, 창의적
아이디어 적극 수렴, 스톡옵션, 포상 휴가 등) 

직원의 자기계발 지원
(해외경험을 통한 전문가로서의 성장, 다양한
주제의 BD세미나, 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 등)

스마트 오피스 환경
(자율좌석 시스템 도입, 개인 사물함 배정 등

편의성 증대)



진행중대구 북구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는 기업

㈜로보프린트

진행중

직원의 행복이 회사의 행복!

㈜더유제약

진행중로봇기반 벽화 및 도장 전문기업

직원의 복지를 중시하는 회사
(E-복지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숙사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등)

직원의 워라밸을 보장하는 회사
(근무시간 준수, 탄력근무제 실시, 자유
로운 연차휴가 등)

직원의 근무환경을 생각하는 회사
(카페테리아, 전 직원 워크숍 및 야유회 등) 

서울 영등포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기업

직원의 가족을 생각하는 회사
(하계,동계 휴가지원, 자녀 안심 프로젝트
(초등학교 입학시 일주일 유급휴가), 리조트
회원권 지원, 장기근속 포상 등 ) 

선진형 복리후생 제도
(직원 스스로 라이프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복지항목(건강, 문화, 자기계발 등) 선택)

직원이 행복한 회사
(조식제공, 인센티브 지급, 올해의 인물 포상, 
사내동호회 활동지원, 우수사원 해외여행 등) 

서울 서초구

사랑, 신뢰, 성장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 행복한 회사

㈜인코칭

코칭 교육 전문기업

[신뢰]
(5년 이상 장기근속자 2주 포상휴가지원,    
생일휴가, 한달에 한번 1시 퇴근하는
Cheering Day, 분기별 GWP 등)

[성장]
(구성원 모두에게 KAC(코치)자격증 지원, 
희망도서 지원 등)

[사랑]
(탄력근무제, -님 호칭과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통한 수평적 문화 지향)



진행중인천 남동구

직원이 만족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회사

㈜에스지오

베어링 제조 기업

‘ 미래에 투자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월세지원 등)

‘집보다 낫게’다양한 복리후생
(청소업체를 통한 청결유지, 샤워실,

사내카페테리아 운영 등)

‘저녁이 있는 삶＇
(근무시간 준수, 유연근무제. 연차
자율성 보장 등)

직원의 가치가 곧 회사의 가치

㈜나르마

대전 유성구 하이브리드 무인기 개발 기업

쾌적한 근무여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위치, 구내식당
유연근무제 등)

배우고 연구하는 재미가 있는 회사
(자기계발 교육, 세미나/학회 참석, 항공
우주연구원들과의 토론 등)

직원들간 소통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개인의 자율성과 조직 문제 참여 소통, 
선후배 모두 존댓말 쓰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