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드맨포스트는 사실보다 더 진짜같은 시각효과로 컨텐츠에 몰입을,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제공하는 VFX 기업입니다.
매드맨포스트는 2016년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 M&A를 하였습니다. 화이브라더스차이나 등을 통한 중국 및 해외프로젝트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최초 한국드라마 <킹덤 시즌1> 메인벤더를 시작으로 <좋아하면 울리는>, <킹덤 시즌2>, 한국 최초 우주 SF영화 <승리호>,
<남산의 부장들>, <천문>, <헤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유체이탈자> 등 국내외 다수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ADMAN 홈페이지 www.madmanpost.com
H.BROTHERS KOREA 홈페이지 www.huayibrothersent.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adman-post-200832076984885

영입 프로세스 http://madmanpost.com 홈페이지 CONTACT 에서 서식다운로드

서류전형

1

필요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유의사항 : 포트폴리오

E - mail

2

면접전형

1) 영상 - [A. file 형식 : MOV] [B. Codec : H.264]
2) Image 및 기타 data - [C. file 형식 : zip 압축형식]
3) 500MB 미만 파일로 제출
* 제출된 서류와 포트폴리오는 반환되지 않으며, 채용 완료 후 폐기됨
1) recruit@madmanpost.com으로 서류제출
2) 제목에 part_지원항목_이름을 꼭 명시해 주세요.

Performance 면접, Culture 면접
* 문의 : 인사담당자 김성일 팀장 (02-3477-8558)

접수기간

1) 지원기간 : 상시채용
2) 면접일자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통지
3) 출근일자 : 면접시 협의

응시자격

나이, 성별, 학력무관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음

근무 조건

주 5일 근무 (9:30 ~ 19:00, 점심시간 1시간 30분)
4대 보험, 건강검진, 워크샵, 회식
각종 경조사 지원, 연차, 프로젝트 휴가
중식 및 석식 제공, 사내시설(카페테리아, 휴게실, 샤워실 등) 등

2D

영입인원

신입 Compositor : 0명

수행 업무

프로젝트 Composite 제작

필요 요건

실사를 기반으로 한 Composite
Nuke 사용 가능자

우대 사항

미술, 사진 학과 전공자 우대

영입인원

경력 Compositor : 0명

수행 업무

프로젝트 Composite 제작, Comp 아웃소싱 데이터 관리

필요 요건

실사를 기반으로 한 Composite
Nuke 사용 가능자

우대 사항

미술, 사진 학과 전공자 우대
Python 사용 가능자

* 포트폴리오 제출시 요청사항: 입사 지원서에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Animation

Matchmove

FX

Matte
Painting

Concept
Art

영입인원

신입 Animator : 0명

수행 업무

프리비즈 제작, 카메라 연출, 디지털 캐릭터 애니메이션, 프랍 애니메이션, 군중 애니메이션

필요 요건

Maya 가능자
Animation, 카메라 연출, 해부학을 기반으로 한 사실적인 애니메이션

우대 사항

애니메이션 및 영상연출 관련 전공자 우대

영입인원

경력 Animator : 0명 (2~3년 이상 경력자)

수행 업무

프리비즈 제작, 카메라 연출, 디지털 캐릭터 애니메이션, 프랍 애니메이션, 군중 애니메이션

필요 요건

Maya 가능자
Animation, 카메라 연출, 해부학을 기반으로 한 사실적인 애니메이션

우대 사항

Golaem 사용 가능, 프리비즈 제작 경력

영입인원

신입 Matchmove Artist : 0명

수행 업무

Camera 및 Object의 Tracking
사진 촬영 및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측 데이터와 레퍼런스 구축
Maya와 Nuke를 이용해 3D Scene 제작

필요 요건

카메라에 대한 이해
PF Track, 3D Eqalizer 등 Matchmove 프로그램 가능자

우대 사항

Matchmove 1년 이상의 경력자

영입인원

경력 Matchmove Artist : 0명

수행 업무

Camera 및 Object의 Tracking
사진 촬영 및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측 데이터와 레퍼런스 구축
Maya와 Nuke를 이용해 3D Scene 제작
Match Move 관련 아웃소싱 관리

필요 요건

카메라에 대한 이해
PF Track, 3D Eqalizer 등 Matchmove 프로그램 가능자
영화 애니메이션, CF, 드라마 등 VFX 제작 실무 2년 이상이거나 준하는 경력

영입인원

신입 FX Artist : 0명

수행 업무

프로젝트 FX 제작

필요 요건

Houdini 정규 과정 이수

우대 사항

미대, 공대 관련 학과 우대
Maya, Nuke 사용 가능자

영입인원

경력 FX Artist : 0명

수행 업무

FX 제작
FX관련 MM/OT 아웃소싱 관리

필요 요건

Houdini, Maya, Nuke 사용 가능자
영화 FX 실무 경력 3년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자

우대 사항

미대, 공대 관련 학과 우대
외국어(영어) 가능자

영입인원

신입 Matte Artist : 0명

수행 업무

프로젝트 Matte paint 제작

필요 요건

Photoshop 사용 가능하신 분
디지털 드로잉 가능하신 분
미술 및 관련 교육기관 수료

우대 사항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 컨셉아트 가능자
Nuke 사용 가능자
3D Software 사용 가능자

영입인원

경력 Matte Artist : 0명

수행 업무

프로젝트 Matte painting 제작
Matte team 제작 스케줄 관리 및 교육
Matte paint Outsorcing 업체 선정 및 관리

필요 요건

photoshop 사용 가능하신 분
디지털 드로잉 가능하신 분
영화 Matte painting 제작 업무 3년 이상 경력

우대 사항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 컨셉아트 가능자
Nuke 사용 가능자
3D Software 사용 가능자

영입인원

신입 Concept Artist : 0명

수행 업무

프로젝트 Concept 제작

필요 요건

photoshop 사용 가능하신 분
디지털 드로잉 가능하신 분
미술 및 관련 교육기관 수료

우대 사항

3D Software 사용 가능

구분
수행 업무

프로젝트 Concept 제작

필요 요건

photoshop 사용 가능하신 분
디지털 드로잉 가능하신 분
Concept art 제작 업무 3년 이상 경력

우대 사항

3D Software 사용 가능

영입인원

경력 VFX Supervisor 0명

수행 업무

프로젝트 제작 총괄 관리, 감독
프로젝트 촬영 기간 중 현장 진행
감독 및 현장 스태프와의 커뮤니케이션

필요 요건

해당 업무 경험 1년 이상
CGI Supervisor 경험 및 장편영화 현장 경험
해외 출장 결격 사유 없는 분
VFX 파이프라인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영입인원

경력 CG Supervisor 0명

수행 업무

프로젝트 VFX 제작 업무
해당 샷의 VFX 설계 및 솔루션 제공
내부 및 협력 업체 데이터 컨펌

필요 요건

VFX 각 파트 업무 경험 7년 이상
해외 출장 결격사유 없는 분
VFX 파이프라인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우대 사항

장편 영화 현장 경험있는 분

영입인원

신입, 경력 시스템 관리자

수행 업무

서비스 장애 처리, 모니터링, 분석,기술 지원 및 개선 업무
Server, Network, Storage 운영,트러블 슈팅 및 기술 지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
오픈소스를 활용한 프로그램 활용 및 구축 업무

필요 요건

긍정적인 마인드와 System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노력하시는 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유하신 분
Shell 스크립트 작성
centos 전반적인 지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 능력
IT System 전체 관리(Linux/Windows Server, Network, Storage) 능력
IT System 레퍼런스 수집,기획 및 실행 (Setup) 능력
백업서버 관리 및 백업서버 Tool 사용 능력
오픈소스를 활용한 프로그램 활용 및 구축 능력
영어자료 해독능력

우대 사항

Linux/Windows Server, Network, Storage server 경험자 우대
Dell,HP 서버 장비 경험자 우대
랜더팜 관리 (Linux/Windows) 경험자 우대
10G 네트워크 장비 운영 경험자 우대
보안 시스템 및 UTM 장비 운영 경험자 우대

영입인원

신입, 경력 SW 연구 개발자

수행 업무

SX 상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조치
지속적으로 SW를 연구하여 회사의 업무 변화에 맞춰 적응시키는 업무
SW를 보완하거나 유지보수를 통해 SW를 안정적으로 운영

필요 요건

긍정적인 마인드와 System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노력하시는 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유하신 분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
VFX 제작에 관한 지식
Linux, Windows 개발 Tool 사용 능력
구현할 프로그램의 UI-UX 설계 능력
C,C++, Python 중 한가지 이상 개발 능력
영어자료 해독능력

우대 사항

Maya, Nuke, Houdini 경험자 우대
그래픽 Tool Plug-in 개발 경험 우대 ( Maya, Nuke, Houdini )
VFX 관련 in-house software 및 Pipeline tool 개발 경험 우대
AutoDesk ShotGun 경험자 우대
Open Source 라이브러리 개발 경험 우대

영입인원

경력 Designer (2~3년차)

수행 업무

리서치 및 디자인 전략 수립
매드맨 조직문화 (사람, 공간) 외.내부 전파 및 사내 행사 기획 및 운영
매드맨 홈페이지, sns, 홍보 관리 및 디자인

필요 요건

디자인 프로그램 (illustrator, Photoshop)에 능숙하며 그래픽으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분
대내외 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적 솔루션을 기획하고자 하는 분
매드맨 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

우대 사항

프레젠테이션 (Power Point, Key note 등) 프로그램에 능숙하신 분
디자인 컨셉을 빠르고 명확하게 도출하는 기획력을 가지신 분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신 분

VFX
Supervisor

CGI
Supervisor

RS
시스템 관리자

RS
SW 연구 개발자

SP
전략기획팀

경력 Concept Artist : 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