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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가 인사 드립니다. 



JenniferSoft Heyri
건강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기업문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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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Soft 
Manifesto.. |  We believe in our value 

포이에시스(Poiesis) : 그리스어로서 그 본뜻은 제작, 생산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관조(theōria), 실천(praxis), 

제작(poiēsis)으로 나눠, 첫째는 이론적 탐구를, 둘째는 정치를 포함한 윤리적 행동을, 셋째의 것으로는 생산 기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가

리켰다. 그리하여 이 포이에시스가 주로 예술 활동으로서 생각되면서 그 제작학은 시학(poiētik)이 되고 이윽고 이것은 시(詩, poiēma :  제

작된 것, 라틴어로는 poema, 영어로는 poem)라는 개념이다.

기술은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삶을 배려한 디자인은 인간을 편리하고 자

유롭게 만듭니다. 기술의 진보는 문화, 사회학적인 변화를 통해 인류를 변화시킵니다.  

 

제니퍼소프트가 만들어 내는 모든 제품은 인간을 배려한 기술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고 자유롭게 하고자 합니다.

 

삶과 일의 균형

자율적 환경에서의 소통과 공감

평등하고 수평적인 근무 환경에서의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창의성과 열정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건강한 기업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건강한 노동을 통한 근사한 삶'을 살고

자 합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기업, 우리의 기업문화공동체가 실천할 실험입니다.

  

제니퍼소프트는 이런 실천을 통해 삶과 일의 어우러짐, 개개인의 자아실현, 성찰, 삶의 진보

를 향한 깨어있음, 평등적 자유를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공감합니다. 

인류의 진보를 향한   포이에시스(Poiesis)를 지향합니다. 

Technology
Design
Human





꿈은, 열정과 상상력이라는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꿈의 특성이 그것과 다르다면, 

특성을 찾을 때까지 무한히 반복하세요.

그 특성을 얻게 된다면 꿈을 실현시키세요.



삶과 놀이가 존재하는 일터, 

삶이 곧 생산이고 심오한 놀이입니다.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내에 위치한 제니퍼소프트는 

2005년 설립된 국산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입니다.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제품인

 ‘제니퍼(JENNIFER)’를 개발하였으며, 전 세계에 법인 및 

지사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Global software 
company
|  건강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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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응하여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니퍼소프트는 스마트한 성능 제품을 통해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바로잡고 우리를 포함한 그들의 

삶과 일을 정의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술은 자연과의 조화를 위하여 인간이 개발한 

의도적 노력의 거대한 결정체이며,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와 예술의 한 영역인 기술. 그 본연의 고유한 본성

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편리하고 자유롭

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의 진보를 위한 노력임을 기

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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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기업

'우리는 유토피아로 간다!'

제니퍼소프트 슬로건

'사유하라!'

노매드를 꿈꾸는 행복한 일터, 제니퍼소프트는 2012년 

봄, ‘유목생존공동체’ 내에서의 삶을 통해 건강한 보편적 

가치를 위해 가산밸리의 삶을 종료하고 우리 삶의 새로

운 장소인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

다. 믿는 바를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꿈꾸는 삶을 희망하

는 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사옥입니다. 유토피아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등한 개인이 모여 자유롭게 만들

어 갈 뿐입니다.  제니퍼소프트는 여전히 실험중입니다.

‘Think Deep, 사유하라!' 는 제니퍼소프트의 슬로건입니

다.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에 보다 좋은 제품을 개발

하기 위한 발판으로 깊고 자유로운 생각이 필요하기 때

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유란 의무라는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제니퍼소프트는 사유를 통해  기

업이라는 사회적 삶의 공동체 틀속에서 삶과 일의 어우

러짐,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누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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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Soft 
Relationship |  제니퍼소프트 관계도

제니퍼소프트는 수평적인 근무환경으로 모든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모든 일을 진행하며 열정과 창의 그리고 창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

인 업무 환경 속에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공동체에 기여하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본질에 입각한 가치중심의 업무를 지향합니다. 변화

하는 환경에 제니퍼소프트 구성원은 언제나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Davinci Cafe

Management

Maketing
R&D

Technical
Support

Design

Sales

HELLOJENNIFER

with Team

국내외 마케팅

신규사업

카페 / 레스토랑

CEO
경영지원

제품연구개발

제품 & 사내
디자인

기술지원 & 교육

영업총괄
채널영업
직판영업



The balance of 
life and work |  삶과 일의 균형

주 5일 근무, 1일 7시간 노동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통 10시 출근  6시 퇴근]

주 35시간 근무, 연간 1,600시간 노동 

[유럽 OECD국가 중 네델란드 / 프랑스 등 복지상위 수준]

5년 장기근속휴가 [2주+해외 가족 여행]

10년 장기근속휴가 [2달의 유급 안식월]

해외 여행 취지의 추가적인 2주단위, 최대 연8주 무급  휴가 사용가능

신입기준 연간 정기휴가 일수 20일 [4주], 연차 2년마다 1일 추가

선택적 복지금 연 300만원 고정 지원 [사행성 제외 개인이 자유선택]

회사와 관련된 여하한의 경비 [식비 / 간식비, 교통비, 통신비] 전액 실비지원

직 간접 업무관련 서적구입비 전액 지원, 개인 소장 보장

업무 관련 교육 지원 [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출 퇴근 등 업무 상 발생한 차량 유류비 실비 지원

종합병원 매디컬 건강검진

본인 및 배우자 [40세+] 1회/2년, 부모님 [55세+ 1회/1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2천만원], 차량구매 대출 지원 [2천만원]

타향 신입사원 등 자산소수자 우선 월세 주거비 50% 지원

언급없이 여성 생리휴가 보장

[월 1회 유급, 민감성 고려 월 2-3일의 불특정일 재택근무]

여성 육아휴직 2년, 산전후 휴가 3개월

남녀멤버 출산축하금 아이당 1천만원

[출산 시 500만원, 10개월간 30만원씩, 1년 뒤 200만원]

퇴직금 별도 [ 확정 급여형 / DC 퇴직 연금제도]

주중 주말 언제나 회사에서 가족 / 아이들 수영, 워크삽, 놀이 등 가능

1층 카페 레스토랑 모든 메뉴 직계 가족에겐 주중 / 주말 전면 무상

기타 : 수영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복지조건(공통사항) 복지조건(공통사항)

제니퍼소프트의 복지는 구성원의 삶과 일의 건강한 균형을 위해 존재합니다. 

<건강한 노동을 통한 근사한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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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1일 7시간 노동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통 10시 출근  6시 퇴근]

주 35시간 근무, 연간 1,600시간 노동 

[유럽 OECD국가 중 네델란드 / 프랑스 등 복지상위 수준]

5년 장기근속휴가 [2주+해외 가족 여행]

10년 장기근속휴가 [2달의 유급 안식월]

해외 여행 취지의 추가적인 2주단위, 최대 연8주 무급  휴가 사용가능

신입기준 연간 정기휴가 일수 20일 [4주], 연차 2년마다 1일 추가

선택적 복지금 연 300만원 고정 지원 [사행성 제외 개인이 자유선택]

회사와 관련된 여하한의 경비 [식비 / 간식비, 교통비, 통신비] 전액 실비지원

직 간접 업무관련 서적구입비 전액 지원, 개인 소장 보장

업무 관련 교육 지원 [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출 퇴근 등 업무 상 발생한 차량 유류비 실비 지원

종합병원 매디컬 건강검진

본인 및 배우자 [40세+] 1회/2년, 부모님 [55세+ 1회/1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2천만원], 차량구매 대출 지원 [2천만원]

타향 신입사원 등 자산소수자 우선 월세 주거비 50% 지원

언급없이 여성 생리휴가 보장

[월 1회 유급, 민감성 고려 월 2-3일의 불특정일 재택근무]

여성 육아휴직 2년, 산전후 휴가 3개월

남녀멤버 출산축하금 아이당 1천만원

[출산 시 500만원, 10개월간 30만원씩, 1년 뒤 200만원]

퇴직금 별도 [ 확정 급여형 / DC 퇴직 연금제도]

주중 주말 언제나 회사에서 가족 / 아이들 수영, 워크삽, 놀이 등 가능

1층 카페 레스토랑 모든 메뉴 직계 가족에겐 주중 / 주말 전면 무상

기타 : 수영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복지조건(공통사항) 복지조건(공통사항)





고정되어있다면, 유연하게 행동하고

닫혀 있다면, 열어주세요. 

진부함을 삭제하고, 창의적으로 실행해보아요.



전화 통화 시에 "지금 어디예요?", 

"뭐 하고 있어요" "언제 와요?" 

라고 묻지 마요.

감시할 의중도 없잖아요.

"회의 중인데 좀 있다 전화할게". 

아니거든요~ 가족전화는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에요

근무 외 시간엔 가급적 전화하지 마요. 

사랑을 속삭일 게 아니라면!

우르르~ 몰려다니며  같은 시간에 

점심먹지 마요. 

같이 점심먹는 것도 때로는 신경쓰여요. 

시간은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어요.

비즈니스 정장을 입기 위해 

애쓰지 마요. 편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맘껏 뽐내요.

회식을 강요하지 마요.  

가고 싶은 사람끼리, 자유롭게 놀아요.

타인에게 휘둘리지 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요. 

도전은 우리의 것. 

책임은 회사 대표의 것이에요.

대충하지 마요. 디테일이 중요해요.

사무실에서만 일하지 마요. 

때론, 카페에서도 일해요.

퇴근 후 일하지 마요. 

우리에겐 휴식과 가족과 나눌 

사랑이 힘이 돼요.

너무 일만 하지 마요. 

가끔 놀아도 돼요.

회의중에 침묵하지 마요. 

침묵은 부정이래요. 항상 말해줘요.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비웃지 마요. 

당신은 웃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아요.

서로에게 반말하지 마요.  

항상 서로 존중해요.

형식에 얽매이지 마요. 

본질에 집중해요.

혼자하지 마요. 함께하면 힘이 돼요.

구성원이 힘들면 외면하지 마요. 

이야기 들어주고 토닥토닥 감싸줘요.

감정표현을 망설이지 마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함께 할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혼자 다했다고 자만하지 마요. 

우리 함께 한 일이잖아요.

뒤에서 이야기 하지 마요.  

눈을 맞추며, 이야기해요.

인상쓰지 마요. 웃어봐요.

정원에 풀 뽑지 마요. 

잡초제거는 회사 대표의 몫이에요.

경쟁하지 마요. 서로 협력해요.

식사 거르지 마요. 

꼭!꼭! 챙겨 먹어요.

스스로를 한정짓고 제한하지 마요. 

언제나 오픈마인드! 

억지로 하지 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슴 뛰는 삶을 살아요.

사유와 공부를 게을리 마요. 

공동체의 의무에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계속 고민해요.

회사를 위해 희생하지 마요. 

당신의 삶이 먼저에요.

슬금슬금 돌아앉지 마요.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 좋은 

아이디어도 창의성도 발현되어요.

출장 후, 초콜릿 사오지 마요. 

그거 사기 위해 신경쓰는 누군가에겐 

부담되어요.

퇴근할 때 눈치보지 마요. 

당당하게 퇴근해요.

|  제니퍼소프트에서 하지 말아야 할 33가지  

33 things not to do in
Jennife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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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시에 "지금 어디예요?", 

"뭐 하고 있어요" "언제 와요?" 

라고 묻지 마요.

감시할 의중도 없잖아요.

"회의 중인데 좀 있다 전화할게". 

아니거든요~ 가족전화는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에요

근무 외 시간엔 가급적 전화하지 마요. 

사랑을 속삭일 게 아니라면!

우르르~ 몰려다니며  같은 시간에 

점심먹지 마요. 

같이 점심먹는 것도 때로는 신경쓰여요. 

시간은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어요.

비즈니스 정장을 입기 위해 

애쓰지 마요. 편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맘껏 뽐내요.

회식을 강요하지 마요.  

가고 싶은 사람끼리, 자유롭게 놀아요.

타인에게 휘둘리지 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요. 

도전은 우리의 것. 

책임은 회사 대표의 것이에요.

대충하지 마요. 디테일이 중요해요.

사무실에서만 일하지 마요. 

때론, 카페에서도 일해요.

퇴근 후 일하지 마요. 

우리에겐 휴식과 가족과 나눌 

사랑이 힘이 돼요.

너무 일만 하지 마요. 

가끔 놀아도 돼요.

회의중에 침묵하지 마요. 

침묵은 부정이래요. 항상 말해줘요.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비웃지 마요. 

당신은 웃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아요.

서로에게 반말하지 마요.  

항상 서로 존중해요.

형식에 얽매이지 마요. 

본질에 집중해요.

혼자하지 마요. 함께하면 힘이 돼요.

구성원이 힘들면 외면하지 마요. 

이야기 들어주고 토닥토닥 감싸줘요.

감정표현을 망설이지 마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함께 할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혼자 다했다고 자만하지 마요. 

우리 함께 한 일이잖아요.

뒤에서 이야기 하지 마요.  

눈을 맞추며, 이야기해요.

인상쓰지 마요. 웃어봐요.

정원에 풀 뽑지 마요. 

잡초제거는 회사 대표의 몫이에요.

경쟁하지 마요. 서로 협력해요.

식사 거르지 마요. 

꼭!꼭! 챙겨 먹어요.

스스로를 한정짓고 제한하지 마요. 

언제나 오픈마인드! 

억지로 하지 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슴 뛰는 삶을 살아요.

사유와 공부를 게을리 마요. 

공동체의 의무에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계속 고민해요.

회사를 위해 희생하지 마요. 

당신의 삶이 먼저에요.

슬금슬금 돌아앉지 마요.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 좋은 

아이디어도 창의성도 발현되어요.

출장 후, 초콜릿 사오지 마요. 

그거 사기 위해 신경쓰는 누군가에겐 

부담되어요.

퇴근할 때 눈치보지 마요. 

당당하게 퇴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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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를 찾아 

판타지아로 가 보아요.



JenniferSoft 
History |  제니퍼소프트 발자취 

제니퍼소프트

(구자바서비스컨설팅) 

법인 등록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

'이제 제니퍼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바 개발자의 꿈

  

2005

성능관리 시장에서 

'국산 돌풍' 

외산 골리앗에 

도전장 낸 신생 SW기업 

토종 솔루션 전문업체 

'대약진' 

2006

"한국에도 SW기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해외 컨퍼런스에서 '빛난' 국

내 SW 업체 

 

꿈을 꾸는 자가 되다. 

2007

 '생각한 대로 가보겠다"

개발자는 개발자 본질에 

집중하자. 

2008

불황 속에서도 

훨훨 나는 제니퍼

불황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다

2009

제니퍼소프트는 지난 8년간 외산 솔루션과의 치열한 경쟁 과정을 통

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에 주력해 왔습니다. 

2005년 시장 출시 이후, 제니퍼(JENNIFER)는 한국 APM시장에서 사

실상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제니퍼소프트의 모든 제품

은 비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으

며 이러한 신조를 바탕으로 2006년 일본지사 설립 이후 후지쯔,히타

찌,마쯔시다 등 굴지의 현지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법인

을 설립하여 유럽시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제니퍼소프트는 

연구개발중심의 진정한 벤처기업으로서,한국을 넘어 일본/미국 을 포

함한 글로벌 성능관리 전문업체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한

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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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에서도 

훨훨 나는 제니퍼

불황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다

제니퍼, 스마트 시대에 대응

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업 목표는 이윤추구가 

아닙니다." 

2010

네덜란드 델프트 프로젝트

헤이리 프로젝트  

 

"휴(休)가 자유롭게 사용하란 

뜻이에요" 

2011

우리는 유목민이 되고자 합

니다. 

 

사유하라(THINK DEEP) 

2012

제니퍼소프트는 

실험 중입니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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