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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도 물길이 있다. 와디즈는 비가 올 때마다 사막의 강이 되는 길 

‘와디wadi’를 이름에 담고 스타트업 시장에 발을 디뎠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으로 

수많은 도약을 이끈 와디즈는 더 넓은 길을 꿈꾼다. 스타트업 종합 지원 플랫폼. 

도전하는 사람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사회를 더욱 탄탄하게 

만든다는 그들의 믿음은 사람들을 움직인다. 월 천만 명이 찾는 사막의 강. 

와디즈가 나아가는 길에는 도전과 변화가 끊이지 않는다.

We Make It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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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출범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자본 조달 방식인 크

라우드펀딩이 국내에 확산되기 전의 일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규모 있는 기성 기업만을 선택한다면 사

회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다.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관찰한 와디즈는 자금난으로 좌절하는 기

업에 크라우드펀딩을 제시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투자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

을 내준 것이다. 마침 소셜미디어 시장에 새바람이 불던 시기이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펀딩 프로젝트를 공

개하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은 국내에도 이슈를 일으켰다. 아이디

어와 열정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었다.

와디즈 크라우드펀딩은 기업과 프로젝트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

려는 메이커는 ‘펀딩하기’ 프로젝트를 열어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메이커가 얻

는 또 하나의 수익은 홍보 효과다.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읽은 이들은 펀딩에 참여하는데, 이후 제품으

로 보상을 받은 서포터의 리뷰로 메이커가 제품 개선 방향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편 스타트업 투

자에서 주요한 기준은 시장 경쟁력과 비전이다. 이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은 와디즈 ‘투자하기’를 통

해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는 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팬’이 되어 그들

에게 피드백을 건넨다. 나아가 와디즈는 투자에 필요한 기업의 핵심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스타트업 찾기’ 

서비스로 더 체계적이고 활발한 스타트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 줄기 강 

크라우드펀딩

가치에 뿌리를 두고 

꽃피는 도전

ⓒ
  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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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프로젝트의 분야가 테크뿐 아니라 패션, 푸드, 뷰티, 반려동물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넓어지고 

양과 질이 높아지면서 크라우드펀딩은 하나의 가치 소비 방식으로 여겨질 만큼 익숙한 개념이 됐다.  

이런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서포터의 신

뢰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와디즈는 크라우드펀딩의 리스크로 꼽히는 ‘안전’을 위한 솔루션을 마

련했다. 모든 프로젝트는 설정한 목표액에 도달해야 펀딩이 성사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후원

도 취소된다. 또한 펀딩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펀딩금 반환 정책, 신고하기 정책 등을 고도화해 서포

터의 안정성과 메이커의 자율성 사이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신뢰와 더불어 

성장하는 플랫폼

와디즈를 거쳐 데뷔에 성공한 스타트업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도전이 자유로운 환경, 변화하

며 성장하는 사회. 이제는 와디즈뿐 아니라 많은 메이커와 서포터가 ‘더 나은 세상’을 그린다. 그들

은 이미 와디즈를 통해 경험했다. 내가 믿고 지지하는 가치가 당당하게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다

는 것. 또 나를 믿어주는 이들의 힘이 더해지면 꿈을 이뤄낼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이제 와디즈

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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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하기, 투자하기, 스타트업 찾기, 공간 와디즈, 와디즈파트너스까지.  

와디즈는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민

하고 도전하는 삶의 방식을 지지한다. 스타트업의 발 디딜 곳을 만들기 위

해 길을 내는 와디즈. 이곳에서 사람들은 가능성을 찾는다. 더 나은 세상

을 향한 걸음을 뒷받침하는 와디즈의 다섯 가지 서비스를 들여다 본다.

새로운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도전과 지지의 장, 와디즈

PART 1  |  와디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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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생각과 제품에 대한 진정성

을 가졌다면 1인 창작자부터 중소기

업, 대기업까지 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다. 메이커는 기간과 목표 금액

을 정해 프로젝트를 오픈하며 ‘스토리’

를 통해 서포터를 모집한다. 목표 달

성에 성공한 프로젝트의 서포터는 일

정 기간 이후에 리워드 제품 또는 서비

스를 받는다. 그들은 메이커의 이야기

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펀딩에 참여한

다.  가전·테크, 패션·잡화, 푸드, 홈리

빙, 반려동물, 스포츠 모빌리티, 디자

인 소품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지지

하는 과정에서 메이커와 서포터는 단

순한 거래가 아닌 협력의 즐거움을 경

험한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온라

인 IR 통합 플랫폼이다. 빠르게 성장하

는 스타트업 정보를 원하는 조건에 맞

춰 검색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자신

을 알려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고, 

투자자는 신생 기업의 역량을 파악

해 투자할 수 있다. 스타트업 찾기 서비

스를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

한 금융 투자의 장을 만든다.

누구나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

도록, 소액 투자를 중개하는 서비스

다. 기업은 기간과 목표 금액을 설정

해 투자 프로젝트를 오픈한다. 이때 기

업은 예비 투자자에게 알릴 기업 정보

와 계획을 포함한 소개글을 자세히 작

성한다. 투자자는 와디즈를 통해 스

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대

가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받는다. 성

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과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투자자가 안

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기 위해 와디즈는 철저한 기업 관리

를 운용하고 있다.

와디즈 온라인 서비스를 오프라인화 

한 곳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상상과 현실의 갭을 메

울 수 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펀

딩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 두터워지

는 것이다. 또 이곳은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진행 중인 펀딩 제

품들을 참고하는 시장이 되고, 예비 메

이커들이 서로 만나 정보를 교류하

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공간 와디즈

는 앞으로도 공감과 도전을 끌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펀딩하기 스타트업 찾기 투자하기 공간 와디즈 

와디즈 서비스

한눈에 보기

글 와디즈   에디터 하나

크라우드펀딩으로 세상에 나온 스타

트업에 와디즈파트너스가 직접 투자

해 성장을 돕고, 새로운 콘텐츠에 주

목하는 기성 기업의 전문 펀드를 중개

하는 서비스다. 스케일업이 필요한 유

망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해 기업의 성

장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유치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를 만드

는 것이 목적이다. 대중과 맞닿아 있

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검

증받은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와디즈파트너스는 차별화

된 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와디즈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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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이 낯선 독자를 위해 용어 설명을 부탁드려요.

보통의 커머스라면 구매가 일어나는 페이지 ‘딜Deal’이 있고, 

그 안에 판매자와 구매자, 상품이 있어요. 하지만 와디즈에서

는 구매자와 판매자, 딜과 상품이라는 말을 지양해요. 단순

히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이죠. 대신 목

적과 목표(목표 기간, 목표 금액)가 있는 ‘프로젝트’, 그 프

로젝트를 진행하는 ‘메이커’, 프로젝트와 메이커에 공감하

는 ‘서포터’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메이커가 설정한 기간 동

안 서포터는 프로젝트에 공감한 만큼 펀딩을 하고, 목표한 금

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펀딩

에 참여한 서포터에게 감사의 의미로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

비스를 ‘리워드’라고 불러요.

 

펀딩은 사전 판매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사전 판매에는 시장성 검증과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지만 와디즈 펀딩에는 그러한 이유 외

에도 프로젝트의 목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메이커의 이야기

가 있어요. 그것을 펀딩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스토리 하나하

나에 담긴 사연들은 인간극장이 따로 없어요. 

 

어떤 사연들이 있었나요?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던 사춘기 오빠가 가출하자 부모님의 근

심을 덜기 위해 떡 반죽을 시작한 청소년 메이커, 이 메이커

는 좀더 맛있는 떡볶이를 위해 작업 공간을 확장하려는 목

표가 있었어요. 공항에서 여권을 꺼내다 가방을 쏟은 여행자

는 그 짧은 순간을 계기로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가방을 만

들기 시작했고요. 10년 넘게 베개에 집착한 끝에 제품의 가

능성을 보았던 메이커는 논두렁에서 한 시간을 울었죠. 이처

럼 메이커가 한 글자 한 글자 진정성 있게 써 내려간 스토리는, 

리워드로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 못지않게 펀딩에 중

요한 요소가 되죠. 서포터의 펀딩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

는 행위를 넘어 이야기를 주고받는 공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

아요.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는 시장에서 호흡이 긴 스토리를 만

들고, 그 스토리에 기꺼이 공감하며 펀딩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게 와디즈의 펀딩은 메리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롭

고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만든 사

람의 도전 정신과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도 분명 존재해요. 그렇기에 스토리를 담아내는 상세 페이지

가 길어질 수밖에요. 어떤 메이커의 경우 스토리만으로는 부

족했는지 ‘새소식’ 페이지를 통해 제작 상황과 포장, 배송 등

을 상세하게 공유하기도 해요. 서포터 역시 자신이 왜 이 프로

젝트에 펀딩했는지, 펀딩하기 전 무엇을 고민했는지, 유사 제

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피드백을 남겨요. 펀딩

에 참여해서 리워드를 받기까지 긴 시간 동안 메이커와 서포

터는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와 책임감을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멋진 스토리 페이지가 탄생하기

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와디즈에는 프로젝트 디렉터(PD)와 프로젝트 매니저(PM)

라는 직무가 따로 있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세상에 알

리고 싶은 브랜드를 발굴하고 다듬죠 . 꼭 프로젝트 디렉

터가 아니더라도 와디즈 사이트의 ‘펀딩 오픈하기’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아니다. 제품의 성

능이나 디자인,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

이다. 진정성 있는 사연은 더 많은 공감을 받고, 애정 어린 조언

은 더 나은 물건을 만든다. 그러한 순기능 속에서 메이커와 서포

터는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그들을 잇는 자리에 와디즈가 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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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에 참여해서 리워드를 받기까지 긴 시간 동안 
메이커와 서포터는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와 책임감을 키워나가는 거죠”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펀딩하기

운영팀 차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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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흔히들 와디즈 내부에

서 스토리 페이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

럼 이야기의 진정성을 위해서는 메이커의 초안이 필요해요. 

저희는 메이커가 작성한 스토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리

워드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서포터의 관점에

서 피드백을 드리려 노력해요. 그렇게 여러 번의 수정 끝에 프

로젝트가 공개되는 거죠.

 

메이커와의 소통에서 와디즈만의 강점이 있다면요?

어떤 메이커는 저희를 ‘지옥의 문지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쉼 없이 쫓아다니며 잔소리도 하고, 서포터의 시각에서 날카

로운 질문도 서슴지 않아요. 거기엔 메이커가 더 많은 서포터

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거겠죠. 강점이라면 지

금까지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리스크와 성공을 향한 인사이

트를 문서화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어떤 담당자가 프로젝트

를 맡더라도 준비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게 되죠.

 

한 메이커의 인터뷰를 보니 와디즈 서포터의 눈높이가 다

른 플랫폼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프로젝트에 느끼는 매력이 클수록 서포터는 더 많이 고민하

고 걱정하게 돼요. 펀딩 후 리워드를 받기까지 길게는 반년

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와디즈의 서포

터들은 ‘기다리는 시간’에 분명한 가치를 두고 더 깐깐하게 피

드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서포터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와디즈는 어떤 노력을 하

나요?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펀딩금 반환 서비

스’와 데이터를 지표화한 ‘메이커 신뢰 지수 서비스’, 펀딩 중

인 리워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와디즈’를 제공하

고 있어요. 또한 상세 페이지 내 ‘신고하기’ 서비스를 더 건강

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편을 준비 중이고요. 그 밖에

도 플랫폼 내 모든 창구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배치해 리스크

를 최대한 빠르게 감지하고,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프로젝트를 보다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

을 알려주세요.

영화의 티저처럼 펀딩도 오픈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오

픈 예정’ 페이지가 있어요.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를 찾고 알림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픈과 동시에 발송

되는 SMS를 통해 ‘얼리버드 리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혹

시 오픈 예정 알림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펀딩하기 페이지

에서 카테고리 선택 후 필터를 ‘최신순’으로 설정하면 매력적

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취향이 넓어진다는 건 삶의 즐거움

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와디즈 펀딩하기 서비스 활용법

펀딩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리워드를 받은 서포터 후기가 한바닥이에요. 더 나은 제

품과 서비스를 만들길 바라는 애정이 담긴 피드백이 참 많아요. 메이커는 서포터

의 댓글을 통해 개선 방법과 길을 찾을 수 있고요. 실제로 라라스윗이라는 아이스크

림 펀딩 메이커님은 서포터분들의 댓글과 후기를 출력하여 사무실에 붙여놓고 이 피

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개선된 제품을 만들고 와디즈에서 새로운 펀딩을 오픈했어

요. ‘이런 의견을 메이커에게 말한다고 들어줄까?’ 댓글을 작성하면서도 기대 반 체

념 반이었을 서포터분들은 라라스윗의 새로운 펀딩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건 물론,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자 팬이 되었죠.

서포터의 

애정 어린 의견에 

귀 기울여보세요

메이커인가요?

내가 응원하는 기업과 소통하고, 그들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소중

하죠. 살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 사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잖

아요. 와디즈는 메이커와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곳이에요. 실제로 펀

딩에 성공한 후 승승장구하는 메이커를 보며 뿌듯한 엄마 미소를 짓는 서포터분들

이 많아요. 예전에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메이커분은 와디즈에 펀딩 오픈을 예고했

을 뿐인데, 그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론칭하자고 여러 채널에

서 연락을 받아 꿈같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담당자로서 기쁘기도 했지만, ‘분

명 이 브랜드는 잘될 거야.’라고 믿은 서포터의 관점에서 뿌듯함도 느껴지더라고요.

지지하는 

브랜드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세요

서포터인가요?

마흔 살이 되면 ‘불혹 생파’ 펀딩을 열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생

일 파티를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어엿한 경제인구가 된 지금이야 패스트푸

드 파티는 소소하게 느껴지지만, 그때 이루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도 가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와디즈 펀딩으로 실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환갑

은 너무 멀고, ‘불혹(미혹되지 않음)’이라는 말도 마음에 들어서 마흔 살로 정했죠. 펀

딩 프로젝트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대적으로 생일을 알리고, 그동안 와디즈에서 함

께해 주신 서포터분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싶어요. 물론 그때가 되

면 파티는 오프라인으로 해야겠죠!

내가 만약 

메이커가 된다면

인터뷰이 차재영님의 꿈

펀딩하기 ‘오픈 예정’ 탭에서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를 찾아 알림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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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위해

균형을 바로잡다 

스타트업 찾기

와디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와디즈 투자팀은 사업 초기부터 IPO 직전까지 모든 단계

의 스타트업 기업에 자금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IR 통합 플랫폼 서비스인 ‘스타트업 찾

기’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

결하고 있어요. 저는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곳

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자.’는 미션을 바탕으로 투자팀을 총괄

하고, 자금이 필요한 모든 단계의 스타트업과 함께하고 있죠.

 

올해 5월에 ‘스타트업 찾기’ 서비스가 론칭되었어요. 스타

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는 소개가 솔깃하던

데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초기 스타트업은 투자자에게 기업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아

요.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잘나가는 몇몇 기

업만 계속 투자를 받는 실정이거든요. 또한 재무 정보와 기

업 정보를 유료로 열람하게 되어 있어서 자금이 있는 투자자

들만 스타트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시스템

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어보자는 고민에서 서비스가 탄생했어요. 스타트업은 ‘스타

트업 찾기’의 기업 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기업을 알릴 수 있어

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

는 게 장점이죠. 투자유치 중인 스타트업은 선택적으로 VC

와 엔젤투자자에게 IR자료를 공개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데요. 당장 투자유치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스타트업 찾기’

에 자료를 등록하고 명함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 모든 단계

의 스타트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또한, 투자자

는 다양한 기업의 IR자료, 주요 멤버, 재무 정보 등 스타트

업 투자 핵심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어요. 매력적인 스타

트업을 발견하면 IR자료를 요청하고 투자를 검토할 수 있도

록 만들어서 유용하죠.

 

와디즈는 메이커와 서포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에서 ‘스타트

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세상의 혁신이 창업자, 즉 스타트업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기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투자자

를 만나 적시에 투자금이 마련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스타트

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게 ‘스

타트업 찾기’를 기획한 가장 큰 이유예요. 스타트업과 투자

자 중 어느 한쪽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이 둘의 공존과 연결

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죠.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나요?

와디즈에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크라우드펀딩은 수만 건

에 달해요. 다양한 스타트업과 함께해 오면서 어떤 점이 어려

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어요. 또한 투자

형 크라우드펀딩 사업과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와디즈파트

너스’ 등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투자자의 의견과 관점도 충분

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연

결 또한 와디즈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

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연결된다는 점에

서 이목을 끌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스타트업 찾기’ 서비스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었다고 들

었어요.

와디즈는 하이브리드로 개발해 온 플랫폼이에요. PC 웹, 모

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모두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

해 왔죠. ‘스타트업 찾기’는 애플리케이션 이용 비중이 커지

는 현실을 반영하고, 서비스가 제공할 방대한 데이터의 규모

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개발한 서비

스예요. 무엇보다 빠른 반응 속도와 인터렉티브한 효과가 강

점이라고 생각해요. 100만 개의 기업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도 빠르게 기업을 검색하고 둘러보는 게 가능하게끔 구성했

거든요. 특히 유저들이 신기해하는 기능 중 하나가 스와이프

인데요. 기업의 상세 페이지를 스와이프해서 재밌고 쉽게 둘

러볼 수 있도록 디자인한 걸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자금이 없는 스타트업은 좋은 투자자를 만나기 어렵고 정보가 없는 투

자자는 좋은 스타트업을 선별하기 힘들다. 잘나가기 시작한 스타트업

은 승승장구를 이어가며 계속 투자받고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그 기업

에 투자한다고 바쁘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로 기울어진 스타트업 시

장에 질서를 만들기 위해 와디즈가 ‘스타트업 찾기’를 내놓았다. 

투자팀 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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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요. ‘스타트업 찾기’는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공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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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핵심은 ‘스타트업의 명함’ 역할을 한다는 데 있

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디즈는 지금껏 많은 스타트업의 투자 건을 심사

해 오면서 와디즈와 스타트업 투자시장에서 공통으로 중요

하게 보는 요소가 사업성, 성장성, 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요소들이 콘텐츠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했죠. 스타트업

은 제품과 서비스 소개, 비즈니스 모델, 핵심 역량 정보를 통

해 사업성을 드러내요. 또한, 투자자는 기업 관련 피칭 영

상과 투자 이력, 재무 정보, 관련 뉴스를 통해 성장성을 예

측할 수 있죠.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

기는 팀 구성원의 주요 경력과 학력 등을 투자자에게 어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명함의 핵심은 주고받는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장 공들인 점이 바로 ‘공유하기’ 기

능이에요. 스타트업이 기업 페이지를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

지를 통해 무료로 명함처럼 건넬 수 있도록 했거든요. 홈페

이지가 없거나, 두꺼운 IR자료를 매번 건네기 번거롭거나, 말

로 기업을 설명하는 게 어려운 스타트업이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야기 나눌수록 현실과 발맞춘 서비스란 생각이 들어요. 지

금 이 시대에 우린 왜 ‘스타트업 찾기’를 주목해야 할까요?

바야흐로 비대면 시대가 되었어요. 재택근무를 하며 랜선 회

식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스타트업 투자시장도 예외는 아니

에요. 대면으로만 이루어지던 IR이 온라인으로 발 빠르게 옮

겨왔으니까요. ‘스타트업 찾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온라

인 IR 플랫폼일 텐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기존 IR과 스

타트업 행사에 제약이 하나 있다면 스타트업과 투자자와

의 연결, 그리고 공존이 어렵다는 점일 거예요. 그러나 ‘스타

트업 찾기’는 이런 제약을 없애고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네트

워킹에 집중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

서 ‘스타트업 찾기’가 스타트업 투자시장에서 점점 더 주목받

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미래가 점점 더 기대되는 대화였어

요.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향해갈 예정인가요?

앞서 말했다시피 스타트업 투자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

해요. 투자가 절실한 스타트업은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고, 투

자자는 좋은 스타트업을 찾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죠. 이와 같

은 생태계에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찾기’는 스타트

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본질적인 목표 안에서 실질적인 기능

을 더해갈 계획이에요.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네트워킹이 더

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할 거고요. 와디즈 신혜

성 대표님이 ‘스타트업 서비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요. “‘스타트업 찾기’는 핀테크 정책 1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을 국내 처음으로 시작한 와디즈가 핀테크라는 정체성을 강

화한 서비스이기도 하다.”고요. 와디즈는 ‘스타트업 찾기’

를 통해 투자 서비스의 미래를 비상장 증권사로 두고 더욱 밝

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예정이에요.

스타트업인가요?

예비 투자자인가요?

투자유치 상태를 온·오프로 라벨링 해

서 투자자에게 상태를 어필해 보세요.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투자자에게 IR자료 요청이 들어왔다면, 

와디즈에서 제공하는 투자자 정보를 통

해 어떤 투자자가 왜 IR자료를 요청했는

지 확인해 보세요. 믿음직스러운 네트

워킹이 가능할 거예요.

누가 우리 기업을 

열람했을까?

투자자의 피드백을 

살펴보자

IR자료 열람자의 피드백을 확인해 보세

요. IR 열람자의 미팅 요청이나 그 외 피드

백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답니다.

우리 기업 상태를 

어필하자

수많은 스타트업 중 어떤 기업부터 봐

야 할지 잘 모를 경우엔 앱 화면 하단

의 필터와 정렬 설정을 통해 원하는 조

건의 기업을 검색할 수 있어요.

관심 가는 기업은 ‘좋아요’를 통해 팔로

우해 보세요. 마이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관심 스타트업 정보를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관심 가는 기업을 

확인하자

스타트업 트렌드 

알아보기

와디즈에 회원 가입하면 뉴스레터를 받

아볼 수 있어요. 스타트업 트렌드를 격

주에 한 번씩 받아볼 수 있으니 쏠쏠

한 도움이 되겠죠?

원하는 기업을 

샅샅이 살펴보기

와디즈 스타트업 찾기 서비스 활용법

궁금한 기업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스타트업이라면, 기업을 등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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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의 투자운영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투자운영팀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로 ‘메이

커’가 증권을 준비하고 발행하기까지의 과정을 돕는 일, 둘째

는 주식 및 채권 발행 후 기업과 투자자와의 소통, 마지막으

로 이슈 기업에 대한 관리 및 기업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 사

업이에요.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증

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 기업과 투자자는 어떻게 더 수월

하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 서로의 의무와 권리가 제대

로 실현되고 있는지 등을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와디즈의 ‘펀딩하기’와  ‘투자하기’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차이점은 간단해요. 서포터의 투자를 받은 자금을 기업의 제

품/서비스로 제공하면 ‘펀딩 서비스’, 주식/채권으로 지급하

면 ‘투자 서비스’로 나뉘는 거죠. 투자 서비스는 ‘온라인 소

액 투자 중개업’ 라이선스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 서비스로, 와

디즈는 기업과 투자자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

해요.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은 프로젝트의 자료를 오픈하고, 

투자자는 피드백 게시판을 통해 기업의 현재와 성장성에 대

해 질문하죠. 와디즈는 그들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안전하

게 투자하고 투자받을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역할을 해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나뉘어요. 투자 이후 투자금과 수익

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비교해 보면 둘의 차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식은, 상장 후 주식시장 거래를 통

해 수익을 보거나, M&A를 통해 보유한 주식을 인수 시보

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배당금을 받거나, 우선주의 경

우 상환권 청구를 통해 상환 이자율과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

법이 있어요. 초기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이기에 비

교적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매

력이 있죠. 일례로 주식회사 아톤의 경우 2016년 와디즈에

서 펀딩을 진행하여 주식을 발행했고, 2019년 코스닥에 상

장하여 투자자들에게 475%의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채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은 투자자가 기업에게 정해진 이자율과 함께 돈을 빌려

준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만기 시 원리금을 돌려받는 방식

이죠.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진행되는 채권 프로젝트

는 은행 대출이나 P2P 대출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일반회사

채의 경우는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익참가부사채’

나 ‘전환사채’의 경우 재미있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채

권 프로젝트거든요. 이익참가부사채란, 기업이 프로젝트 사

업을 통해 내는 ‘이익’에 ‘투자자’가 참가한다, 즉 해당 이익

을 투자 비율대로 함께 나눠 가지는 채권이에요. 예시로 ‘한

국영화온라인펀딩일호주식회사’가 있는데요 . 지난 하반

기 많은 관객을 이끌어낸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비롯해 박

서준, 최민식 등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하는 3개의 영화에 투

자하는 프로젝트를 열었어요. 기존 기관투자자 등 대형 투자

사들만 참여하던 영화 투자에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

어 의미가 있었죠. 또한 전환사채는 자본력이 비교적 탄탄하

여 만기 시에 원리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성 또

한 기대되어 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

는 채권을 말해요. 예시로 지티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은 공

모로 우선주 발행을 두 차례 진행했고, 사모로 전환사채를 발

행하여 투자를 받아 회사의 성장성을 많은 투자자에게 인정

받았어요.

 

이제껏 진행한 펀딩 중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지난해 1, 2차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총 10억 원 이상을 모집

했던 ‘주식회사 사랑과선행’이 기억에 남아요. 국내에서 ‘고

령식’이란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을 당시, 일본의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 고령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대

기업들도 고령식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시장 확대 및 기업 성

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요양원 납품 공기제균기, 체온 측정기, 준 음압기 등 노인 헬

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매

우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투자는 실패의 다른 이름이다. 당장 눈앞의 이

익에만 혈안이 되어 ‘가치 투자’를 잊는 이에겐 특히 그렇다. 건강한 상

품을 상세히 전달하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와디즈

의 투자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과 ‘소통’인 까닭

은, 투자의 본질을 되새기기 위한 그들만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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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운영팀 박주희

“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를, 
성장이 절실한 스타트업에는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목표를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가치 있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다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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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수익성과 별개로 저마다 의미를 담

고 있는 듯해요. 와디즈 투자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

인가요?

와디즈 투자 서비스의 기본 목표는 ‘정보 비대칭을 축소하여  

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를, 자금 조달을 통

한 성장이 절실한 스타트업에는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

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예

요. 이런 기본적인 가치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서비스 면에

서 차별점을 두려고 노력하죠.

 

와디즈 투자 서비스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와디즈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양하

면서도 양질의 투자형 펀딩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에 집중

해왔어요. 다만, 올해부터는 크라우드펀딩 전후 단계까지 영

역을 확장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차별점이죠. 시드 단계부터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이후 

시리즈 단계까지의 기업을 투자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스타트

업 찾기’ 서비스를 신규 론칭했어요. 와디즈파트너스를 통해 

IR자료 컨설팅, 후속 투자 유치 컨설팅 등 마찬가지로 펀딩 전

후 단계의 어떠한 중소기업도 와디즈를 찾을 수 있도록 서비

스를 확장하고 있어요. 

 

투자 프로젝트 스토리마다 있는 ‘매력도 평가’라는 항목이 눈

에 띄었어요. 매력도 평가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

나요?

매력도 평가는 투자 진행 전 오픈 예정 프로젝트를 살펴보

며 예비 투자자분들이 자유롭게 기업의 IR 자료를 읽고 해

당 기업을 간단히 평가하는 서비스예요. 기업의 사업 모델, 

요약 재무 정보, 핵심 포인트 등을 파악하고, 수익, 안정, 성

장, 시장, 호감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요. 이를 통해 나

를 포함한 많은 예비 투자자들, 즉 ‘집단 지성’이 평균적으

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며 투자 판단에 도움

을 줄 수 있게 되죠.

 

투자자가 자신에게 맞는 양질의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 체크

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와디즈는 중개업자로서 기업에 대한 팩트 체크를 매우 꼼꼼

하게 진행해요. 또한 팩트 체크 전에는 개별 심사역이 기업 대

표이사 및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

기 적합한 기업인지 평가하고 심사하죠. 스타트업 투자는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약 30퍼센트의 기

업만의 설립 3년 이후의 고비를 넘기는 만큼 투자위험도 있어

요. 따라서 투자 페이지상에 제공되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읽

는 것은 기본이며, 더 궁금한 점은 피드백 게시판을 통해 직접 

기업 담당자와 소통하여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을 추천해요. 

모든 것을 종합한 후 기업의 건전성과 성장성이 기대된다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한편 문화채권 같은 

특수채권 또는 사회적 기업에의 투자 등, 수익성도 중요하겠

지만 해당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추구하는 가치 또한 

매우 중요시하며 투자하는 분도 많아요. 즉,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형성할 계획

인지,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고민해 본 뒤에 기업과 소통하

여 충분히 판단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 정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메이커의 관점에서도 300

만 명의 와디즈 회원, 즉 메이커의 IR을 읽고 관심 가질 예

비 투자자 풀이 매우 넓은 거죠.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에 가장 오래된 만큼, 경험과 데

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자와 메이커에게 편리한 서비스 환경

을 만들고 있어요. 투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안내 가이

드를 상세하게 구비하는 등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여러 번

의 리뉴얼을 거치며 개선했어요.

쉽고 간편한 

투자 프로세스

다양하고 넓은 

인프라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와

디즈는 투자 페이지 내에 기업의 핵심 정보, 스토리, 참고 자

료 등 많은 정보를 담아두었어요. 그 안에서도 핵심 정보

를 골라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고요. ‘와디즈캐스트’로 스타

트업 시장과 투자 트렌드 같은 읽을거리도 제공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찾기’라는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스타트업

의 ‘명함’을 제공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정보 교류 시스템을 마련한 거죠. 개인, 전문

가, 기관 등 스타트업 투자자라면 꼭 둘러보고 이용해야 할 서

비스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투자를 위한 

시스템

시장에 대한 

정보 콘텐츠

와디즈 투자하기 서비스의 특별한 매력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스토리를 확인하고 내게 맞는 

프로젝트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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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을 연결하다

공간 와디즈

‘와디wadi’는 사막의 간헐 하천이다.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큰비

가 내리면 천이 되어 흐른다. 이곳과 저곳의 많은 것들이 물을 따

라 하나로 합쳐진다. 공간 와디즈는 가깝지만 먼 사람들을 한

데 모은다는 점에서 와디와 근본을 함께한다. 사막의 흐르는 물

인 양 사람들은 공간 와디즈에 모여 저마다 영감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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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리색 타일 외관에 허물다 만 것 같은 내부 인테리어, 수십 년을 사용한 인쇄소 건물을 원

형 그대로 보존한 ‘공간 와디즈’는 뉴욕의 브루클린 감성을 표방한다. 개성 있는 공간 안에서 끊

임없이 도전하는 브루클린 사람들에게 힌트를 얻었고, 그들의 창의성과 활력을 구현하기 위해 서

울 성수동에 터전을 꾸렸다. 오래된 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열린 마

음이 되길 바랐다. 사실 단단하게 자리 잡은 와디즈의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

다. 하지만 ‘가치를 공유한다’는 그들의 신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실재적인 경험이 필요했다. 메이

커와 서포터가 만나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했을 때, 보다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

었다.

공간 와디즈에서 서포터는 펀딩 중인 제품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자신의 일상에 어떤 모양으로 위

치하게 될지 가늠한다. 또한 이곳에서 받은 영감으로 예비 메이커로서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한

편 메이커는 체험존을 꾸미고 전시를 준비하며 소통의 기회를 만든다. 온라인에서는 제한적이던 피

드백을 방문객의 표정을 통해 생생히 전달받고, 서포터의 시각에서 제품의 미래를 준비한다. 가만

히 들여다보면 이곳에서 서포터와 메이커의 경계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모두가 공평히 나눌 만

큼 충분한 즐거움이 공간 곳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서로 경계 없는 

마음으로 

와디즈의 가장 큰 바람은 메이커와 서포터가 함께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었다. 서로 목소리를 직

접 듣지 못하고 쇼룸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

을 때 진정한 시너지가 난다는 믿음으로,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간을 변화시

킨다. 마당은 해먹과 그늘막 텐트를 체험하기 위한 간이 캠핑장이 되고, 마호가니 기타가 놓인 소

파는 작은 무대가 된다. 프라이팬의 코팅력을 시연하기 위해 메이커가 파전을 굽기 시작하면 그날

은 공간 와디즈의 잔칫날이다. 하늘이 좋은 날에는 루프탑에 모여 뮤지션의 음악을 듣고, 어느 선

선한 가을밤에는 달빛 영화관의 낭만을 꿈꾼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상점이었다면, 보다 빽빽하고 완결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간 와디즈는 스스로 돋보이는 것을 거부한다. 공간은 단지 거들 뿐, 그곳의 진짜 주인

공은 브랜드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진실한 스토리를 전한다는 그들의 방향성이 변

하지 않는 한 공간 와디즈는 시간과 함께 익어갈 것이다. 공간의 역사는 그렇듯 아주 작은 이야기

가 모여 만들어진다.

공간에 이야기가 

쌓이면



스타트업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고민하다

와디즈파트너스
와디즈에서는 스타트업들이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발판

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처음에는 아

이디어 하나만으로 시작했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

해 대중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가

능한 것이다. 와디즈파트너스는 초기 스타트업들의 시작

과 성장 과정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와디즈가 직접 투자를?

‘세상으로부터 선택된 스타트업’과 만나다

와디즈파트너스는 2019년 하반기 2개의 펀드 결성과  

동시에 빠르게 투자를 진행하여, 현재 15개의 투자 포트

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올가을부터는 기존 ‘와디즈벤

처스’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벤처투자팀과 컨설팅팀

으로 구성된 ‘와디즈파트너스’로 변경한다. 

현재 와디즈파트너스가 운용 중인 펀드는 임팩트 투자

를 진행하는 펀드와 KB국민카드 오픈이노베이션과 연

계된 펀드다. 2020년에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세

상으로부터 선택된 스타트업’에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

기 위해 신규 펀드 결성을 계획하고 있다.

와디즈에서 누리는 일석n조

와디즈파트너스는 직접 투자와 동시에 다양한 밸류업 프

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와디즈 역

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스타트업의 상황

을 잘 이해하고, 와디즈가 성장하며 쌓은 노하우를 공유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외에도 , 와디즈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와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성수동에서 운영 중

인 공간 와디즈와 연계하거나, 와디즈 트레이더스의 해

외 수출 지원 등으로 와디즈파트너스의 투자를 받은 기

업들은 와디즈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뿐

만 아니라 후속 투자 유치, 매출 확대, 시장에서의 피드

백 확보와 마케팅 효과까지, 이렇게 스타트업들은 와

디즈 안에서 ‘일석n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도 와디즈파트너스는 적극적인 투자와 더불어, 스타트업

과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예정이다.

와디즈파트너스 

투자 검토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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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에는 보석 같은 스타트업이 많다. 테크, 홈리빙, 반려동물 등 다양한 카

테고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이 말 그대로 매일 쏟아지고 있다. 이렇

게 수많은 프로젝트가 크라우드펀딩 과정을 거치면서, 300만 명이 넘는 와디

즈 회원들의 검증과 선택을 받게 된다. 와디즈파트너스는 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투자 기업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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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에는 ‘부장, 대리, 주임’ 같은 보편적인 직급 체계가 없다. 이곳

에서는 모두가 ‘프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바로 그 이름이 와디즈에

서 일하는 사람들의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만

드는지도 모른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다양한 가치 실현

을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움직이는 프로들의 노력은 계속된다.

다양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성장하는 이야기

PART 2  |  와디즈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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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일하는 곳인데, 마치 체계가 잘 잡힌 놀이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로운 분위기

와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즐기는 와디즈인의 공간, 판교 와디즈플랫폼

은 트러스트센터, 챌린지센터, 서포터센터, 컬처센터로 나누어져 있다. 사내 카페가 있

는 컬처센터를 제외하고, 모든 센터에는 사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트러스트센터에

는 소규모 미팅을 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고, 그 옆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 과자, 음

료수 등이 채워진 간식바가 있다.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수면실도 졸음

이 쏟아지는 오후에 이용하기 좋다. 와디즈플랫폼 안의 모든 공간은 일하는 사람의 관점으

로 고민해 만들어졌고, 그 공간에서 섬세한 배려가 느껴진다.

진정한 플레이그라운드

판교 와디즈플랫폼

새로운 와디즈인을 위해 와디즈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한다. 첫째는 마음마저 두둑해지

는 웰컴 키트다. 웰컴 키트 안에는 재활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지로 사용된 책꽂이 박스

와 에코백, 노트와 펜 등 와디즈 로고와 진국이가 그려진 귀여운 굿즈로 가득하다. 둘째

는 ‘지니제도’다. 신입 와디즈인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해 안착할 수 있도록, 팀원 중 한 명

이 그의 지니가 되어 한 달 동안 옆에서 밀착해 도와준다. 재미있는 미션에 함께 도전하

다 보면, 어느덧 진정한 와디즈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와디즈인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에디터 김채은   포토그래퍼 윤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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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이 모두 다른 팀에 속해있네요. 각자의 팀과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김상진(이하 ‘상’) 서비스개발팀은 IOS 앱 개발자,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UI를 개발하

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로직을 처리·개발하는 백엔드 개

발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와디즈 웹사이트와 앱의 모든 화면에서 보이는 데이터

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을 해요.

백빛나(이하 ‘빛’) 서비스디자인팀은 서비스 기획자와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나뉘어

요. 와디즈라는 플랫폼은 ‘펀딩하기’, ‘투자하기’, ‘스타트업 찾기’ 서비스를 중심으

로 여러 가지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각 도메인을 담당하는 팀원들, 그

리고 유관 비즈니스 부서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긍정적으

로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회사의 성장을 끌어내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지 꾸준

히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윤동균(이하 ‘동’) 플랫폼개발팀은 시스템플랫폼, 데이터플랫폼, QA, 세 조직으로 나

누어져 있어요. 시스템플랫폼은 와디즈 웹과 앱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책

임지고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죠. 데이터플랫폼은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쌓

이는 행동이나 로그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고, 데이터가 잘 쌓일 수 있게 고민하는 팀이

에요. 마지막으로 QA는 서비스의 품질을 책임지는 팀이에요.

백빛나

서비스디자인팀

윤동균

플랫폼개발팀

김상진

 서비스개발팀

이곳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내 욕심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시 여겨지는 문화. 와디즈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 나가는 프로들을 만났다.

에
디

터
 김

채
은

    포
토

그
래

퍼
 윤

동
길

편리함을 넘어 꼭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해나가다

서비스디자인팀, 플랫폼개발팀, 서비스개발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와디즈 프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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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팀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들었어요.

빛 저희 세 팀을 통틀어 ‘서비스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서비스를 만든다는 목

표가 저희를 떨어질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플랫폼개발팀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

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저희가 프로덕트의 기획과 디자인을 정하면 서비스개발팀에

서 개발해 주는 거죠.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요.

동 기획과 개발은 만화 속의 톰과 제리같은 사이일 수 있는데, 다들 사이가 좋아서 업

무를 하는 데도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통을 많이 하는 덕분이죠. 또 다

른 결정적인 요인은 빛나 프로님 덕분이에요. 중간에서 기획과 개발을 모두 이해하면

서 이끌어 주거든요. 

빛 다른 회사에서는 CTO가 상위 조직에 속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밑

에서 팀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와디즈는 달라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서 

협의하여 진행하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고, 세 팀의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함께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요.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

를 낼 수 있게 협력구조가 잘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와디즈가 수평적인 구조여

서 가능한 일 같아요.

 

단순한 분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협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나요?

상 ‘스타트업 찾기’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타이트한 일정에 맞춰 개발

하는데, 이 서비스가 워낙 다양한 기능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어요(웃음). 

게다가 제가 주도해서 만드는 서비스니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일할 땐 힘들었는

데 세상에 공개가 되고 보니 정말 뿌듯해요. 서비스팀이 함께 고생한 데다 결과도 아

주 잘 나와서 더 기억에 남아요.

빛 저는 기억에 남는 순간보다 서비스팀에 감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와디즈

에는 개인 업무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리모트워크 제도가 

있거든요. 처음 입사했을 땐, 과연 서로 떨어져 있어도 협업이 잘 이루어질지 궁금했

는데, 아주 순조롭더라고요.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전제된 시스템

이라는 걸 깨달았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직군은 아니지만, 누가 뭐래도 앱 서비스에서는 서비스팀의 역

할이 크죠. 이번 호는 와디즈 특집호인 만큼 서비스팀의 매력을 어필해보면 어때요?

상 아무래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이 직접 관여를 해야만 서비스가 만들어져요. 정

말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열심히 기획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잘 만들 수 있

는 사람이 없다면 서비스는 탄생하지 못하니까요. 와디즈가 스타트업의 발판이 되어

준 것처럼, 저희도 서비스를 세상에 선보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거죠. 

동 와디즈는 중견 IT기업으로 성장했고, 국내 크라우드펀딩 1위를 넘어 사업을 확장

하고 있어요. 그 서비스 안에서 성능이나 품질을 다룰 수 있는 플랫폼개발팀과 QA

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서비스 안에서 생기는 다양한 데이터를 미래의 석유라

고도 하잖아요. 서비스팀은 그 석유를 채굴해서 발전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일을 하

고 있어요.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궁금해요.

빛 저 자신에게도, 팀원들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이 내

가 성장하는 방향과 잘 맞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결과

보다는 이 일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동 최근 유튜브에서 넥슨 본부장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떠한 기준으로 보는지에 대

해 답변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분은 똑똑함, 부지런함, 착함, 이렇게 세 가지 기준

으로 사람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견에 많이 공감했어요. 저는 그중 ‘착함’이 가

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도 배려하면서 서로 소통하

며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상 자기 일을 재미있어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

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와디즈를 더 튼튼한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서비스팀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빛 와디즈는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 유형의 사용자들을 만족시

켜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죠. 각각의 기능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습관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민 중이에요.

상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규모가 커졌을 때 동시접속이 원

활하고 성능이 잘 나오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동 저는 서비스 내의 아이템보다는 개발 문화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테크앤

컬처’라는 소규모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 모임을 통해 개발 문화를 글로 정리하

고, 산출물을 정리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죠. 와디즈가 메이커나 크라우드펀

딩의 성공 사례들로 외부에 알려지긴 했지만, 와디즈도 테크 중심의 플랫폼이고, 자유

로운 분위기에서 행복한 개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꼭 필요한 서비스로 
습관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민 중이에요.” 

“각자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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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와디즈 서비스가 어떻게 더 성장할 지 기대가 돼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어

떤 내일을 꿈꾸는지 듣고 싶어요.

동 ‘내가 회사의 대표라면 어떤 직원을 가장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환

경이 바뀔수록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변하는데,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듬직하고,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어요.

상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와 그걸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으로 성

장해나가고 싶어요. 팀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원해주고 싶고요. 

서비스팀 동료들이 계속해서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요.

빛 서비스를 만들 때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와디즈를 이용하는 사용자지만, 저의 고

객은 팀원이에요. 팀원들이 와디즈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팀에 필요한 환

경을 최대한 잘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

각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중이

에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을 만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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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윤경(이하 ‘윤’) 와디즈를 보여주는 모든 시각적 결과물에 BX팀이 관여되어 있어

요. 온·오프라인에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서비스의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브랜딩 활동을 하고 있죠. 모든 영

역에서 와디즈의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허지은(이하 ‘지’) 마케팅팀은 와디즈가 가진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출발해 타 브랜

드, 서비스와 차별적으로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소비자 베네핏은 무엇인지, 왜 소비자

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서 ‘Why’를 지속해서 고

민하고 실행하는 팀이에요. 와디즈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소비자 마음속으로 전달

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액션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죠.

얼마 전에 ‘브랜드마케팅팀’이 ‘마케팅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지 와디즈 내 마케팅 조직이 브랜드마케팅팀과 펀딩마케팅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어

요. 브랜드마케팅팀은 대중을 타깃으로 와디즈라는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와디즈 서

비스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했고, 펀딩마케팅팀은 유입된 타깃을 대상으로 펀딩이라

는 경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 팀 모두 와디즈라는 브랜

드와 펀딩 서비스를 타깃에 전달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

달하는 마케팅 메시지 또한 같은 선상에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 또, 팀이 나뉘어있다 보니 서로 바라보는 데이터에서 일부 그레이존이 생기더라고

요. 브랜드 관점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바라보아야 하는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해 두 

팀이 하나의 팀으로 통합되었어요.

마케팅팀과 BX팀은 다른 팀이지만 ‘와디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윤 BX팀은 단순히 전사의 디자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목표와 방향

을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지향하고 

있어요. 다양한 팀과 소통하며 협업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결과물 하나하나가 

브랜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노력은 디자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대부분이라 쉽지만은 않지만, 브랜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 브랜드는 지속 가능해야 의미가 있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관점에서, 브랜드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일방향적

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소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브랜드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온·오프라인에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

고 있어요. 

이윤경

BX팀

허지은

마케팅팀

TV와 버스, 유튜브 등에서 와디즈 광고 영상을 봤어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

라고요.

지 지난 상반기에 라이브한 광고는 대중을 타깃으로 와디즈라는 브랜드와 서비스를 

알리는 첫 브랜드 캠페인이었어요. 수많은 브랜드의 광고 사이에서 우리만의 첫 이미

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어떤 메시지로 우리 서비스를 정의할지 많이 고민했죠. 그 과정

에서 늘 생각했던 건 와디즈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펀딩을 통한 소비자의 혜택이었

어요. 몇 달간 광고 대행사와 지독한 고민 끝에 타 브랜드에서는 할 수 없는, 와디즈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했어요. ‘아직 세상에 없다면, 펀딩으로 있게 하자.’ 강력한 

메시지죠(웃음). 메시지를 개발 후, 비주얼 작업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BX팀과의 협업

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협업이 진행되었나요?

지 캠페인 메시지에 와디즈만의 컬러를 입히는 작업을 함께했어요. 광고 영상과 지면 

광고 속 브랜드 컬러를 노출하는 방식과 브랜드명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비주얼 테스트를 진행했죠. 덕분에 첫 브랜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

리할 수 있었어요.

두 팀의 적극적인 고민을 통해 와디즈라는 브랜드를 구체화한 거네요. 사람들에게는 

와디즈가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윤 디자이너로서 디자이너들에게 인정받는 힙한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웃음), 

궁극적으로는 작지만, 진정성 있는 메이커와 브랜드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잘 성

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브랜드로 기억되길 바라요. 생태계를 만든다는 건 어려

운 일이지만 우리 서비스의 본질과 가치를 잃지 않고 잘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브랜드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온·오프라인에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와디즈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진정성을 고민하다

BX팀, 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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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 모두 일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진 것 같아요. 평소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 진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일에 대한 책임도, 노력도, 사람과의 신뢰도 모두 진정성

에서 비롯되죠. 이걸 잊지 않고 일과 사람을 대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선에서는 누군가의 작은 의견, 이야기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진

지하게 고민한 후 솔직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제 개인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려

면 많은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신뢰는 기본이고, 일도 잘해야 하고, 소통이 편해야 

해요. 말 한마디에 많은 신경을 쓰고 걱정하게 되면 협업하는 데 큰 허들이 되니까요. 

생각해 보니 이것도 진정성인 것 같네요.

와디즈에서 일하면서 누군가의 진정성을 엿본 순간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 작년, 와디즈 오피스 리뉴얼을 진행할 때였어요. 함께했던 설계팀과 작업 초반부

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쉽게 조율되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이 팀과 계속 작

업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저희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쉽게 결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그 팀과 작업하면 디자인은 예쁘게 나오겠지만, 

좋지 않은 마음으로 만든 공간에서 와디즈인들이 일하게 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

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진정성 있는 이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한 계기가 됐죠(웃음). 결국 저는 원팀으로 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팀과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의사결정의 기준

점이 되어주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대표님의 한 마디가 정말 든든했겠네요. 그와 반대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 지난 5월, 투자팀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광고 캠페인이 필요했고, 그걸 저희 팀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미 베타 서비스가 나

온 상태라 빠른 시간 안에 서비스 포지셔닝부터 광고 캠페인 전략, 기획을 준비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론칭된 서비스이다 보니,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부

족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대표님과의 Q&A 시간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쌓았어요. 그 이후 팀 프로님들과 함께 광고 소재부터 기획, 메시지까

지 치열하게 고민했고 모든 부분에 진심을 다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와 

비주얼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저희 팀이 

주도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집행한 경험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팀 역량이 확장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이 모두 진정성 있게 업무에 임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앞

으로 와디즈에서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나요?

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와디즈에서 펀딩을 오픈해보고 싶어요. 

와디즈인을 상징하는 캐릭터 ‘진국이’로 굿즈를 제작비, 재고 걱정 없이 마음껏 만들

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언젠간 저도 메이커로 와디즈에서 데뷔하고 싶네요.

지 질문 정말 어렵네요(웃음). 사실 저도 계속 펀딩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다

만 혼자 할 수 있을까 막막했는데 저희 팀 프로님들과 얘기하다 보니 모두 같은 이야

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팀 프로님들과 함께 펀딩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작지만 진정성 있는 
메이커와 브랜드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디즈는 2020년 상반기에 첫 TV CF 캠페인 

‘아직 세상에 없다면, 펀딩으로 있게 하자’를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언젠가 열릴 프로님들의 펀딩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해 주세요.

윤 좋은 팀을 만들고 싶어요. 와디즈를 애정 하는 팀원들이 자기만의 무기를 갈고 닦

으며 동료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고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시너

지를 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지 최근에 팀이 통합되고 새로운 목표들이 설정되면서 팀 자체도 그렇고, 팀원 각자

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잘 흡수하고 즐기는 팀이라 

잘 해낼 거라고 또 한번 믿고 있어요(웃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변화의 과정이 살

짝 무섭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늘 팀 프로님들과 함께 잘 헤쳐나가야겠다고 다짐하

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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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정책팀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나요? 

와디즈에 처음 입사했을 땐 투자 기획팀이었어요. 주요 지표를 관리하고, 유료 멤버

십을 리뉴얼하는 업무를 담당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서비스의 본질을 와디

즈 유저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크라우드펀딩만이 만들 수 있는 가치와 본질을 전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법무 정책팀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법무정책팀은 어떤 팀인가요?

저희 팀원의 비유를 빌려오자면, 법무정책팀은 와디즈의 교통경찰 같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웃음). 실시간으로 와디즈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위험을 알려주기도 해요. 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직접 나서 해결하

는 역할도 하고 있죠. 다행히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많지 않아요. 다만 예방을 위

해 평소에 법률 검토, 정책 제정, 내부 통제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내부 통제와 정책 제정 업무를 주로 맡고 있어요.

어렵네요(웃음). 주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내부 통제는 와디즈인이 법과 정책을 준수하며 업무를 진행하는지 통제하는 역할을 

말해요. 각 부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의하고, 매월 그 의무사항이 잘 지

켜지고 있는지 실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죠. 그리고 정책 제정은 와디즈 서

비스가 법을 준수하고 와디즈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공정하고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는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면 그에 대한 

서비스 정책이 함께 배포되는데요, 저희 팀은 와디즈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

며,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와디즈의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니, 회사 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네요. 

처음에는 이 역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300만 와디즈 유저들의 플랫폼 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만들 때도 단어와 표현을 신중

하게 골라야 해요. 특히 올해는 의미 있는 정책을 새롭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커뮤니티 정책’, ‘펀딩금 반환 

정책’, ‘펀딩 심사 정책’, ‘펀딩금 반환 정책’, ‘펀딩 신고 정책’까지 총 6개의 정책이 배

포되었죠. 모두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정책들이에요. 

배포된 정책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와디즈 내 ‘신뢰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신뢰센터는 와디즈 앱에 들어가면 ‘하단 메

뉴> 더보기> 캐스트> 와디즈 뉴스> 신뢰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뢰센터에 서

최지연

법무정책팀

포터가 와디즈의 정책과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

라 최근 이슈가 되는 뉴스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콘텐츠가 준비되

어 있어요. 또 펀딩 결제가 완료되면 모든 서포터분에게 팝업을 통해 안내되기도 하

고, 펀딩 참여 완료 페이지 내에 있는 ‘신뢰센터 보러 가기’ 버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간편하고 쉽게 정책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정책은 무

엇인가요? 

최근에 ‘펀딩금 반환 정책’을 배포했는데, 그 순간이 가장 뿌듯했어요. 세계적으로 유

명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도 와디즈만큼 진보적으로 펀딩금 반환을 운영하는 

곳이 없거든요.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리워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메이커

가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곤 해요. 하지만 저희는 ‘펀딩금 반환 정책’

을 통해 서포터분들에게 모호하고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자 노력했어요. 명확

한 반환 사유 기준이 존재하고, 메이커가 부당하게 반환을 거부할 경우 와디즈가 직

접 나서고 있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와디즈 내부 교육도 진행하신다고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진 경우, 타부서에서 요청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내부 교육

을 진행해요.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펀딩 심사 정책과같이 굵직한 정책들

이 새롭게 정비되었는데요. 유관부서를 초대해, 한 시간가량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

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부 교육에 대

한 니즈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자주 내부 교육 및 실무부서와 교류

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려고 해요. 

현재 크라우드펀딩이 아직 법적으로 커머스와 투자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

지 않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머스 쇼핑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와디즈는 조금 낯설게 느껴

지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당일배송의 나라잖아요(웃음). 와디즈 펀딩은 배송

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펀딩금 반환 절차도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

지만 크라우드펀딩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람, 특별함 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펀딩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죠. 이제 법무정책팀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법무정책팀은 와디즈 내에서도 가장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해요. 자유

로운 팀 분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토론 문화죠. 업무 특성상 저희는 타부서와의 

협력 구조가 많은 편이에요. 타부서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전, 팀 내 토론을 통해 철

저히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치죠. 치열한 토론은 힘들 수 있지만, 늘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또 저희 팀은 토론을 좋아하

고 어려워하지 않아서 이 과정을 모두 즐기는 것 같아요.

법무정책팀의 팀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궁금해요.

법과 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영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하고 변경해 나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고 이를 설득해 나가는 끈기와 열정이 필

요하죠. 나와 다른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법무정책팀의 팀원이 되기 위한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크라우드펀딩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람, 

특별함 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세워 나가다

법무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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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다 ‘PD’라고 불리는 경우가 더 많으시다고요.

와디즈 안에서는 프로, 밖에서는 PD라고 불려요. 프로젝트 디렉터의 줄임말이죠. 아

무래도 사무실보다 밖에 나가 메이커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PD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네요. 간혹 PD라고 하면 방송사에서 일하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요. 방송사 PD보다 와디즈 PD가 더 유명해지는 날이 오는 게 목표예요(웃음). 

와디즈 PD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우선, 펀딩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일을 해요. 아무 기업이나 발굴해서는 

안 되고 매력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을 찾아야 하니 시장 리서치는 업무

의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그들의 펀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으로 돕고 있

어요. 

와디즈에 매력적인 메이커가 많아서 놀라곤 했는데, 역시 와디즈 PD의 꾸준한 리서

치를 통해 나온 결과였네요(웃음). 그럼 메이커를 찾고 난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 도

움을 주고 계시는 건가요?

대부분 크라우드펀딩을 잘 모르시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서 처음에는 설명

과 설득의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을 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후에는 메이커

분들이 만드는 프로젝트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는 역할을 해요. 스토리 

작성 요령부터 리워드 구성, 마케팅 플랜, 이벤트 세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를 공

유하죠. 가끔 프로젝트에 이슈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 방지를 위해 메이커와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해요. 

꽤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네요. 메이커에게 PD는 꼭 필요한 존재일 것 같아요.

펀딩사업팀뿐만 아니라 와디즈의 모든 구성원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방식을 매개로 

메이커를 성장시키고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와디즈 PD는 현장에

서 그 일을 한다는 차이가 있죠. 메이커와 직접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펀딩에 임하실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는 일도 해요. 즉 

PD는 뒤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기보다는 앞에 나가서 문제 푸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

요. 저는 이런 업무적 특성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재표

펀딩사업팀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메이커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메이커 발

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메이커를 찾아내는 일은 와디즈 PD에게 가장 핵심적인 역

량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내에서 어떤 트렌드가 포착되고 

있는지 항시 주목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저는 누가 시키거나 딱 정해진 시간을 두지 

않더라도 게릴라성으로 구성원을 구해 ‘시장 트렌드’를 스터디하는 시간을 갖곤 해

요. 또는 SNS에서 광고를 보거나 뉴스 기사를 참고하기도 하고 박람회나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잠재력을 파악하기도 해요. 

일상에서도 늘 감각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네요.

맞아요. 저는 워라밸보다는 워라블(Work-Like Blending)을 지향해요. 일과 삶을 

분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과 삶을 잘 접목하는 생활이 이상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나면 ‘구매할까?’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펀딩하자고 해볼까?’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책과 잡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표현을 발견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와디즈 펀딩 프로젝트 스토리 

안에 적용해 볼까 고민할 정도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메이커를 만나셨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메이커가 있다면요?

‘앤커코리아’라는 브랜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스무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

면서 무려 약 50억 원의 펀딩액을 모금했는데요. 뛰어난 성과도 성과지만 와디즈 안

에서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브랜드 자체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무

적 성장은 물론이고 직원 수가 증가하는 것도 눈에 보였죠. 무엇보다 와디즈를 통해 

앤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팬이 되어 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기

뻤어요. 

기회가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고, 성장하게 돕는 거군요. 이

런 매력적인 일을 하는 와디즈 PD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발굴 능력과 위치 선정 능력이요. 저희의 도움을 기다리는 메이커분은 많아요. 와디

즈라는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저희를 기다리는 메이커분들은 더 많아지겠죠. 그럴수

록 어느 메이커와 호흡을 맞출 것인지, PD만의 가치관이 충분해야 해요. 이것이 곧 

위치 선정 능력인 거죠. 서포터가 와디즈를 계속 즐겁게 찾을 수 있으려면 이 메이커

가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잠재력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으신가요?

와디즈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되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

어요. 또한, 현재는 목표를 가진 PD지만, 미래에는 새로운 목표를 그린 PD가 되고 싶

네요. 

마지막으로 프로님이 진행할 프로젝트의 예비 서포터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거, 와디즈에서밖에 못 보실 거예요!

“현재 시장 내에서 
어떤 트렌드가 포착되고 
있는지 항시 주목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더 다양하고 가치있는 펀딩을 위해

가능성을 찾아 나서다

펀딩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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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문연이(이하 ‘연’)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와디즈 브랜드 캠페인을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죠.

김경은(이하 ‘경’) 재무회계팀에서 자금을 맡고 있어요. 와디즈 법인계좌에 입출금되

는 내역을 정리하고, 실제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을 때 메이커에게 정산금 지급하는 일

을 하고 있어요.

와디즈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인연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연 2014년, 와디즈에서 처음으로 인턴을 뽑았어요. 그때 인턴으로 입사했죠. 대학교

를 휴학하고 1년 간 일하다가, 다시 복학했어요. 그리고 약 1년 반 후에 다시 정직원

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와디즈의 처음과 현재를 함께하고 있는 인연이죠(웃음). 

경 저는 2016년에 입사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과 병간호를 병행하

게 되었는데, 힘든 시기가 와서 치료를 목적으로 아예 퇴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와

디즈에서 재무회계팀에 티오가 났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조금의 망설임 없이 다시 돌

아오게 되었어요.

두 분 모두 와디즈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네요.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요?

경 1년은 집에서 쉬었고, 그 이후에는 집 근처 회사를 잠깐 다녔어요. 그 회사에 다니

면 다닐수록 와디즈가 떠오르더라고요. 와디즈 5원칙 중 ‘옳은 일을 한다’라는 원칙

이 있는데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당

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옳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결재 서류에 

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제가 와디즈를 그리워하던 시기와 연락을 

받은 시기가 잘 맞아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연 와디즈가 제 가치관과 잘 맞는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회사가 사실 흔치 않잖

아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맞게 일하면서 회사와 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고 재입사하게 되었어요. 다시 

와디즈로 돌아온 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었죠.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재입사했을 때 느낌이 새삼 달랐을 것 같아요. 

연 마음가짐에 변화가 없길 바랐어요. 와디즈에 처음 입사했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던 초심을 잊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업

무 범위는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은 매달 천 개에 가까운 펀딩이 열리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땐 하나의 프로젝

트를 잘 알리기 위해 여러 콘텐츠를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어요.

김경은

재무회계팀

문연이

 마케팅팀

아무래도 입사 초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를 알

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연 맞아요. 당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리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은 펀딩은 물론 와디즈도 많이 알려졌고, 덕분에 TV 

CF 캠페인처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점점 더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네요(웃음). 또 와디즈 안에서 ‘너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마

음가짐으로 다양한 업무를 함께하고 있다고요. 

경 모든 팀의 연락을 받고 있어요. 사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건 맞아요. 하루쯤은 

나를 찾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죠(웃음). 그런데 제가 다른 프로님에게 도

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도움을 받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때 “아무

리 바빠도 경은 프로의 부탁은 들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뿌듯하고 감

사했어요.

연 5원칙 중 3원칙이 ‘팀원 간의 필요를 채워준다’예요. 덕분에 다른 팀이 도움을 요

청하거나 업무를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과연, 오래 함께한 프로답게 5원칙을 외우고 있네요! 

경 사실 5원칙은 자연스레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와디즈 벽에도 사원증에도 적혀있거

든요.

연 산소처럼 존재하는 원칙이에요(웃음).

와디즈를 오래 다니면서 몸소 느꼈던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 지금은 저희 엄마가 저보다 펀딩을 더 잘 알고 계실 때가 있어요(웃음). 심심할 때

마다 와디즈에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인정받은 기분과 동시에 ‘회사가 많이 성

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배우 강하늘 씨와 함께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

게 되었을 때도 벅찼어요. 회사와 제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게 실감 나는 순간이었

죠.

경 작은 사무실부터 지금까지 이사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사무실 공간

이 두 배가 되어서 좋았는데, 그 이후로도 트러스트센터, 챌린지센터, 컬처센터, 서포

터센터, 그리고 공간 와디즈라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생겨났다는 점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와디즈 5원칙 중 ‘옳은 일을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와디즈와 함께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재무회계팀, 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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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와디즈의 초반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연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퀄리티나 열정이 잘 갖춰진 메이커를 세상에 알려야 한

다.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가 와디즈의 가치관이에요. 사실 회사의 규

모가 커지거나 업무가 많아지다 보면 이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을 텐데 확고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 5원칙과 W테스트, 그리고 직원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대표님의 마음이 변하

지 않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어떤 걸 누리고 싶어 하는지, 실제로 어떤 걸 원하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결과를 리스트로 뽑아 우선순위에 있는 것부터 지원해 주세요. 보

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복지라는 게 시작은 문제가 

없지만, 그걸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해 줄 수 있

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직원을 생각하는 대표님의 진심이 느껴지네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복지는 무엇인

가요?

연 동호회 문화요. 동호회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꽃꽂이도 해요. 이 활동들

이 생각보다 재충전이 되더라고요. 회사 업무를 하다보면, 평일에 다른 취미를 갖기

가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호회 팀원들과 시간을 정해서 회사 안

이나 근처에서 무언가를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지금은 없지만, 기억에 남는 문화도 있나요?

경 ‘아침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에 다같이 모여서 조를 나눠 게임을 하

는 거죠. 지금은 유연근무제지만, 그때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

었어요. 근데 월요일만큼은 늦는 사람이 제일 적은 요일이었어요(웃음). 제자리멀리

뛰기도 하고 다양한 게임을 정말 유쾌하고 시끄럽게 했던 것 같아요. 1등을 한 조는 

법인카드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퇴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침 게임

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빈칸을 채워주세요. ‘나는 ( ) 때문에 와디즈를 못 떠나겠다.’

연 ‘나는 사람 때문에 와디즈를 못 떠나겠다.’ 저희 팀원들과 호흡이 참 잘 맞아요. 그

래서 제가 다른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팀원과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

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성과를 내기 위해 이토록 최선을 다하는 팀원을 다

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경 ‘나는 성장할 기회 때문에 와디즈를 못 떠나겠다.’ 이곳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믿

음을 갖고 업무를 맡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직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업무가 

주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기회들이 저를 성장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서 지금은 힘든 업무를 줘도 이걸 겪어내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겨

내는 것 같아요.

“발췌문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도 벅찼어요. 
회사와 제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게 

실감 나는 순간이었죠.” 

ⓒ
  와

디
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만들어 가는 

와디즈의 배려

와디즈인들에게 물었다.

와디즈의 지원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말했다.   “와디즈인들은…진국이다.” 그 이후 ‘진국이’는 와디즈인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았고, 와디즈는 진국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끊임없는 고

민을 통해 실현해 나가고 있는 진국이를 위한 지원과 보상은 그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겼다.

에디터 김채은

첫 번째는 당연히 함께 일하는 진국이들이요! 자신의 분야

에서 항상 성장하고자 하는 동료들이 업무에 있어서 선배

이자 후배처럼 조언을 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

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 문화예요. 일할 때는 일하

고, 쉴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권장하는 문화를 지향해 눈치 보

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유여의｜펀딩기획팀

원래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답답해하는 편인데, 사무

실에서는 눈치 볼 필요 없이 양반다리를 하거나 일어서서 일

하거나 갑자기 스트레칭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쿠션감 있는 의자도 좋지만 가끔은 라운지의 소파나 사내 카

페로 이동해 일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김지영｜펀딩운영팀

업무시간 외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와디즈인을 위해 사

내 강사 또는 외부 강사 초빙을 통해 언제든 원하는 지식을 얻

을 수 있게 해줘요. 일하면서 자기계발 기회가 있어 만족스럽

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지속하길 바라요.

오승균｜펀딩심사팀

한 달에 두 번,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집중

이 필요한 업무를 할 때 유용하죠. 팀원과 날짜를 맞춰 동시

에 쓸 수 있어서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최지연｜법무정책팀

사내동호회가 많아요. 동호회를 통해서 스트레칭, 농구, 꽃꽂

이 등 평소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

고 있어요. 관심 분야가 같은 분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가

까워질 수 있는 사내 동호회, 최고입니다.

김경은｜재무회계팀

자율출근제와 그에 걸맞게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하는 출근 

버스가 정말 좋아요. 가끔 택시를 탈 때가 있는데, 택시비가 

아까웠거든요. 출근 버스로 택시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행복

해요.

장윤지｜펀딩운영팀

훌륭한 동료가 최고의 복지 아닐까요? 진국이의 서재, 노마

디즈 위크, 스낵바 등도 좋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동

료가 많다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해요.

김보형｜펀딩사업팀

아침마다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당 떨

어질 때마다 각종 간식을 맘껏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

다 더 좋은 이유는 사내 카페와 간식바에서 만나는 와디즈인

이에요. 그곳에서 안부도 묻고 대화도 나누면서 유대감을 형

성하고 예기치 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김도희｜BX팀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9시 출근이 힘들었어요. 대표님과 식

사 자리에서도 출근이 힘들다고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

아 와디즈타임제가 생겼어요. 주 40시간만 채우면 몇 시

에 퇴근하고 출근하든 상관없는 파격적인 제도인 거죠. 가

볍게 했던 말이 복지 정책으로 반영된 것도 놀라웠고 무엇보

다 아침이 여유로워져서 좋아요.

김민희｜BX팀

한번씩 야근할 때 사용하는 야근 택시 지원 제도가 좋아요.  

특히 카카오 비즈니스와 연계해서 택시 요금이 자동 결제되

는 시스템이 참 편리해요. 따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

움이 없거든요.

허지은｜마케팅팀

늘 노트북을 들고 다녀서 짐이 무거운 편인데, 대중교통 대

신 출근 버스를 이용하니까 넉넉하게 자리를 잡고 편하게 출

근할 수 있어요.

손지은｜홍보대외협력팀

스낵바와 저녁 식대 제공이 좋아요. 모두 먹는 것 관련이네요 

(웃음). 일하다가 당 떨어질 때, 야근해야 하는데 배는 고플  

때, 든든하게 뱃속을 챙기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한상균｜펀딩사업팀

리프레시룸에 있는 최신식 안마의자를 가장 좋아해요. 회

의가 많은 날, 오전 내내 업무에 몰두한 날, 컨디션이 좋지 않

은 날엔 꼭 이곳에 가서 푹 쉬곤 하죠. 무조건 자리에 앉아 있

기보다는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쉬는 게 업무 효율도, 만족도

도 훨씬 올라가요.

백지원｜서비스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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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makes character #better

Don makes possibility #better

Inbum makes you all #better

Stella makes your business #better

Kyunghee makes life #better

Nok sil makes tomorrow #better

Jaeyeong makes it #better

Insik makes identity #better

Hyeonjun makes process #better

Seonmi makes you'r think #better

Jungeun makes capability #better

Jongbae makes life #better

Jeesue makes this moment #better

Yongki makes web service #better

Narae makes life #better

Yeoni makes my wadiz #better

Dohee makes life #better

Miha makes world #better

Byeonghwa makes people #better

Jeehee makes user experience #better

Sangsu makes work #better

Jason makes finance #better

Khan makes bliss #better

Sinwoo makes possibility #better

Wonhye makes value #better

Soobin makes faith #better

Yunhee makes way #better

Ziyoung makes moment #better

Heeyong makes system #better

Hyojin makes inspiration #better

Jihyun makes your way #better

Christoper makes with #better

Hyunho makes pride #better

Yeoyi makes your our delight #better

Haisy makes haisy #better

Jiyi makes our life #better

Hyewon makes dreamer's today #better

Suhyeon makes our life #better

Min makes connection #better

Sanggyun maeks lifestyle #better

Zooey makes you work #better

Brent makes happiness #better

Youra makes all #better

Yoon makes society #better

Jinwook makes life #better

Mina makes your days #better

Jaeeun makes trust capital #better

Gichan makes culture #better

Jaeha makes you things #better

Shin ae makes idea #better

Jiyeon makes society #better

Jiwon makes us much #better

Seunggyun makes society #better

Youngsang makes level #better

Jiyoung makes today #better

Jongjun makes powerful basic #better

Changsung makes yesterday #better

Daekyun makes communication #better

Juhyun makes the world #better

Hyeonjin makes tomorrow #better

Heebanggg makes life #better

Jaepyo makes life #better

Honghee makes next generation #better

Jungohn makes opportunity #better

Kiuk makes value #better

Junghyun makes history #better

Seoyeon makes your start #better

Haeyeong makes spirituality #better

Minji makes heart #better

Dawon makes empathy #better

Bohyoung makes life #better

Dongjun makes dreamers #better

Inkil makes it #better

Seongkyeong makes relationship #better 

Seoyoung makes die welt #better

Junghun makes right #better

Rock makes tomorrow #better

Ahyoung makes vivid dream #better

Jieun makes U #better

Jonghoon make this moment #better

Hojin makes relations #better

Uiseok makes growth #better

Dahye makes your taste #better

Sungkyu makes standard #better

Choeum makes partnership #better

Kyoungeun makes vision #better

Wonhee makes easy service #better

Yulim makes our world #better

Eunhye makes flow #better

Yeonjin makes wings #better

Miyoung makes value #better

Jihyeok makes ourselves #better

Woochan makes moments #better

Soojeong makes life #better

Kangwook makes motivation #better

Donga makes experience #better

Sangyeol makes security #better

Yunseong makes investment #better

Sanghyeon makes your journey #better

Hansol makes communication #better

Yunji makes our life #better

Walter makes world #better

Suji makes life #better

Hajeong makes new #better

Jiwon makes connection #better

Jiwon makes funding #better

Yeajin makes your dream #better

Seohyun makes goods #better

Jiwon makes story #better

Eunjoon makes all #better

Saeha makes things #better

Sejong makes world #better

Donguk makes life #better

Hanna make satisfaction #better

와디즈인은 모두 고유의 #Better 메시지를 갖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생각을 연결해 

나만의 답을 메시지로 전달한다.#Better Message

Jonghyun makes value #better

Junghoon makes firststep #better

Kwnagnyeon makes you #better

Dongkyun makes you #better

Sangbin makes everything #better

Bumjin make value #better

Chanho make start-up #better

Kiseong makes vision #better

Yunhhee makes man #better

Jiyoung makes people story #better

Sunyoung makes handshakes #better

Eunji makes market #better

Mingi makes trust #better

Zed makes quality #better

Mina makes us #better

Chaeyoung makes tomorrow #better

Jieun makes your experience #better

Yunjin makes sense #better

Seokran makes world #better

Yoonhee makes finance #better

Donghee makes choice #better

Seik makes team #better

Jihee makes change #better

Ohoon makes positive #better

Minji makes our story #better

Hyeonjeong makes things #better

Youngju make chance #better

Myungsik makes you #better

Jeonil makes future #better

Jieun makes motif #better

Sangjin makes your experience #better

Eunbee makes your life #better

Changha makes future #better

Changhyun makes security and privacy 

#better

Gyeongwon makes geeks #better

Eunyoung makes life #better

Youngeun makes brand #better

Jihea makes all of us #better

Eeunchong makes grace #better

Seongman makes rocket #better

Chejeong makes our dream #better

Jaeyeun makes your growth #better

Kangmin makes sense #better

Jihoon makes our journey #better

Jungin makes all #better

Wooram makes result #better

Soobin makes your tomorrow #better

Jinju makes someting #better

Daemyung makes our life #better

Hakkyeol makes funding #better

Gwangsu makes performance #better

Bohoon makes future #better

Bitna makes everyday #better

Boreum makes life #better

Hong makes family #better

Euirim makes synergy #better

Gyunggeon makes good things #better

Miri makes our society #better

Woojae makes this day #better

Sangeun makes your life #better

Jeonghoo makes experience #better

Anmin makes inspiration #better

Suhyeon makes life #better

Heejung makes life #better

Joohwan makes chance #better

Sejin makes us #better

Sujeong makes dreams #better

Wonyoung makes harmony #better

Cheoldong makes c@de #better

Soyi makes life #better

Jihye makes our lives #better

Sowon makes us #better

Bora makes our lives #better

Seungjoo makes our own universe #better

Huna makes our lives #better

Jaewon makes potential #better

Raim makes chance #better

Hyunsun makes a point #better

Deok makes goodness #better

Youngju makes you feel #better

Jinsil makes life #better

Sunyoung makes each other #better

Naye makes the butterfly effect #better

Hayoung makes relationship #better

Incheol makes your convenience #better

Seohyeon makes vibe #better

Jiyun makes life #better

Hyoeun makes every life #better

Chaeeun makes a day #better

Hyojin makes people #better

Hyekyung makes future #better

Haye makes this moment #better

Yoonsun makes your day #better

Donggwan makes opportunity #better

Hyobeen makes it, way #better

Yeohoon makes it #better

Kyounghwan makes thinking #better

Kanghoon makes daily life #better

Seungwhan makes the things #better

Jumyeong makes hard times #better

Yehyun makes your day #better

Eunji makes trust #better

Woojoong makes good #better

Sumin makes dream #better

Junghye makes tomorrow #better

Sangwoo makes your life #better

Kyutae makes everything #better

Sumin makes society #better

Kyeongmi makes smiles #better

Seokchun makes U #be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