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AETEL]
메텔(http://www.maetel.kr)은 IoT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숙면을 도와주는 슬립케어
스타트업입니다. 슬립테크(Sleep Tech) 전문가로 이루어진 메텔은 하루 3 분의 1 을 차지하는
수면시간 동안 사용자가 만족스러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현재는 스마트 베개 ‘제레마(Zerema)’를 개발 중이며, 내년 4 월경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레마는 코골이와 뒤척임을 감지하여, 코골이를 방지하고 목 높이를 조절하는
‘커스터마이징(개인 맞춤형) 베개’입니다. 베개 출시 이후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으로 IoT
기술을 확대하여 인간의 수면 활동 전반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INVESTMENT]
• 넷플릭스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탈 ‘SOSV’로부터 시드투자 유치
• 글로벌 하드웨어 전문 엑셀러레이터 ‘HAX’의 9 기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3 번째로
선정
: 중국 심천에서 현지 스태프의 멘토링과 공장 시찰, 제품 개발 활동을 수행
: HAX 에서 선정한 전세계 15 개 스타트업과 함께 긴밀하게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운영 창업 육성 기관 ‘서울창업허브’에 1:48.5 의 경쟁률을 뚫고 입성
• 2018 년 11 월 중소기업청 주관의 TIPS 프로그램에 선정
: 민간운영사의 엔젤투자와 함께 기술개발자금(R&D, 5 억원) 등 정부 지원금 획득
[FUTURE PLAN]

• 탄탄한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 및 해외 제품 양산 및 판매
• 2019 년 4 월 제품 최종 출시
: KickStarter, 와디즈,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공식 런칭
: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커머스를 통해 정식 판매
IoT 스타트업 메텔에서 의공학 전공자(신입)를 채용 중입니다. 글로벌 벤처캐피탈 ‘SOSV’와
정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연내 국내는 물론 해외
출시를 목표로 개발 및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IoT 수면 용품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수면 데이터를 확보하여 딥러닝에 적용, 슬립테크(Sleep Tech)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류 수면의 질을 개선하여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면과 헬스케어 분야의 선구자를 꿈꾸시는 분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부문 및 담당 업무
모집 부문
구분

의료기기/헬스케어 장비 엔지니어
신입
• 생체신호 기반 헬스케어 장비 개발

담당 업무

• 헬스케어 장비 임상실험 진행
• 헬스케어 장비 펌웨어 개발(F/W)
• 생체신호 관련 개발 경험자

지원 자격

• 펌웨어(아두이노 및 기타 MCU) 경험자
• H/W(회로) 관련 개발 경험자
• 의공학 석사학위 수여자
• 신호처리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

우대사항

•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관심도가 높으신 분
• 하드웨어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
• 헬스케어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

근무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

[2] 전형 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 절차: 서류전형 ▶ 면접 및 테스트 ▶ 최종합격
• 지원 기간: 채용시 마감
• 이력서 양식: 자유양식
• 지원 방법: 이메일을 통해 상시 접수(recruit@maetel.kr)
• 수습기간 有(최대 3 개월)
[3] 복리후생
• 11 시 이전 유연출근제, 하루 평균 8 시간 근무 지향(회식이나 주말 출근 강요 X)

•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
• 중식 및 (야근 발생시) 석식 제공, 간식 지원
• 성과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
•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
• 업무 관련 도서, 세미나, 스터디, 컨퍼런스, 교육 프로그램 등 적극 지원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장비와 소프트웨어 제공
• 휴게실, 수면실, 샤워실 사용 가능 – 낮잠 타임 가능
• 음악을 들으며 업무 수행 가능
• 스타트업의 중심지 공덕역 7 분 거리 ‘서울창업허브’에서의 근무
• 고벤처포럼의 운영진 임직원을 통한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경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