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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 및 채용 문의 : recruit@bigonecorp.com)

이 문서는 BigONE이 어떤 회사인지 입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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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원은 데이팅 앱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벌써 8년 차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 중입니다.
그동안 서비스 하며 발생한 사업소득과 현재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에 무차입 경영 중이며, 내실 있는 재
무구조가 탄탄한 회사입니다. 데이팅 앱 서비스를 하며 축적된 경험, 기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팅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0/4 프로젝트 진행률 40%)
서울 삼성역 인근 사무실에서 최고의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으며, 함께 일하실 프로젝트 팀원을 채용
중입니다.
Airbnb, Uber, Tinder 와 같은 글로벌 회사를 목표 일하고 있는 BigONE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꿈을 실
현해 나갈 열정과 실력 그리고 품격을 겸비한 인재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데이팅 산업]
현재 앱 시장은 게임 산업을 제외하면 데이팅 산업이 온라인 최대 컨텐츠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데이팅 앱인

틴더(Tinder)를 운영하는 매치그룹은 나스닥에 상장 후 시가총액이 약 15조 원에 달하며, 2018년도 매출액이 1조 가량 되며
영업이익은 40%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시장도 수백개의 소개팅 앱이 출시되어 경쟁이 치열하지만, 잘
구축되어 운영되는 소개팅 서비스를 하는 10개미만의 회사들은 안정적으로 롱런중입니다. 게임처럼 한번 흥행하고 후속작이
흥행 실패하면 어려워지거나, 유행에 반짝하는 산업이 아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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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에게 사랑과 행복을!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는다!
우리 회사의 경영이념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치 아닌가요?
사랑, 행복만큼 중요하고 큰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완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업목표가 있습니다.

• 세계 최고의 이성 교제 플랫폼
• 우주에서 가장 고객중심인 회사
• 함께 일하는 즐겁고 훌륭한 일터
우리는 경영이념과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 스포츠팀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훌륭한 일터가 되기 위해, 스마트하고 민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앱 서비스 명칭
상표권 특허 등록 현황
•

대한민국 상표권 등록 완료

•

미국 상표권 출원 완료

•

일본 상표권 출원 완료

•

중국 상표권 출원 완료

•

유럽연합 상표권 출원 완료

글로벌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등록 진행을 완료함.

프로젝트 진행률

40%

(2020.4)

BigONE, 가능성!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벌써 7년 넘게 데이팅 앱을 서비스 해왔고 우리의 사업은 안정적인 매
출이 나오고 있기에, 안정성 역시 갖추었습니다. 또한 200만 명이 넘는
데이팅 앱 회원과 국내 및 해외 서비스 경험, 기술, 노하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용중인 글로벌 데이팅 앱 프로젝트는 세계인에게 사랑
과 행복을 주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이성교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합니다.

BigONE, 자신감!
우리가 현재 프로젝트중인
글로벌 데이팅 앱은,
세계인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는,

진정 가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데이팅 산업은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확실하고 마진율이 높은 산업입니다.

과감하게 Be daring,
남들보다 먼저 Be first,
뭔가 다르게 Be different!

BigONE, 현재!
2020.4 현재 8년차 서비스중인 국내 데이팅 앱이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속에서 글로벌 데이팅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빨
리 글로벌 앱을 출시하고 싶지만, 조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충이란 없으며, 중요도에 맞게 시간을 분배하여 철저하고 확실하

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걸 지향합니다. 글로벌 서비스 앱이다 보
니, 시행착오도 많지만 우리는 극복해가며 발전하고 성장중입니다.
“푸르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 – Ray Kroc

많은 성장 기회
훌륭한 일터
최고의 팀

BigONE, 미래!

1

우리는 최고의 팀,훌륭한 일터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글로벌 데이팅 앱을 성공시켜서, 3~5년내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을 목표
로 일합니다.
우리와 Business Partnership 체결을 원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소프트뱅크,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이 우리의 성장을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행복한 상상도 미리 해봅니
다. : )
IT 회사에서 3~5년은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BigONE, 함께!
우리 회사 어떠신가요?
어떤 회사인지 조금 궁금해 지셨나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에 공감하고
착하고 성실한, 실력을 갖춘 분이라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재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 최고의 이성 교제 플랫폼!
우주 최고의 고객중심인 회사!
함께 일하는 즐겁고 훌륭한 일터!

우리는 BigONE입니다.
(입사지원 및 채용 문의 : recruit@bigonecorp.com)

㈜빅원 (Big One co.)
서울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24 강안학원빌딩 5F
(삼성역 4번출구 도보 3분)
채용문의 : recruit@bigonecorp.com
홈페이지 : bigone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