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 are trying to break 
the communication barrier through language education.

하얀마인드 회사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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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회사명 (주) 하얀마인드

대표이사 오정민

주요 사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설립일 2017.06.20

주요 서비스 어학 학습 어플리케이션 ‘레드키위’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9 나노종합기술원 8층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D-Space 811-813호

이메일 contact@hayanmind.com

홈페이지 https://hayanmind.com/

모토 하얀마인드는 어떤 사안이든 편견 없이 깨끗하고
하얀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회사 연혁

05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선정 

주식회사 하얀마인드 법인 설립 

KAIST E5 학생창업경진대회 우수상(3위) 

오디오 기반 어학학습앱 "미미킹" 출시 

벤처기업 인증

06

12

05

2019
스마트벤처캠퍼스 사업 선정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동영상 기반 어학학습앱 "레드키위" 출시 

시드(Seed) 투자 유치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와  

산학협력 MOU 체결 

KAIST와 산학연공동연구개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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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WC19 Barcelona 참가

대전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01

02

학습언어 중국어 출시

2019 교육박람회 참가

학습언어 한국어 출시

Slush Tokyo 2019 참가

2018 2017



EDUCATE LANGUAGES TO CONNECT PEOPLE

하얀마인드 미션

우리는 언어 교육을 통해 소통의 장벽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얀마인드 문화
생산성을 최우선으로 한 근무 환경

공동 작업을 통한 동반 성장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길고 집중도 없는 근무보다 짧고 집중도 높은
근무 환경을 지향합니다.

기존 인원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의를 전제로 한 커뮤니케이션
피드백은 생각의 근거와 관련된 레퍼런스를 포함시켜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상호 간 사고의 차이를 전제로 협력
의견을 공유할 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때문에 생각을 서로 최대한 많이 자주 공유하도록 합니다.

생산성은 집중하는 시간의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형태의 소통은 지양함으로써,
타인의 집중하는 시간을 존중합니다.

타인의 집중하는 시간 존중

온라인에서 영어 사용
공용 채널에서는 최대한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추후에 합류하게 될 외국인 직원에 대한 배려입니다. 



어학 학습 어플리케이션



레드키위 서비스 국가

일본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JAPAN



레드키위 학습 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레드키위 소개

비디오 리스트 화면 
학습할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비디오는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필터 화면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억양, 길이, 분류, 시리즈 등)

시작 화면 
비회원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기 화면 
비디오를 자막과 함께 시청합니다.
학습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레드키위 소개

Q&A 화면 말하기 화면 

학습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원어민이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말하기가 잘 될 때까지 반복하여 
연습합니다.  스스로 녹음하고 
들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화면 
자신의 공부 시간을 확인하고, 학습 중
저장했던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듣기 화면 

들리는 문장을 듣고 단어 카드를
이용해  순서대로 문장을
완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기

M. contact@hayanmind.com
W. hayanmind.com 

F . 0507 - 09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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