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리플은 여행자의 입장에서 연구하며 ‘NO.1 해외여행 플렛폼’이 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회사이자 
서비스입니다. 
2017년 5월, 모바일 앱 '트리플'을 통해 첫 발자국을 내딛었고, 여행 커머스 또한 종전과 완전히 다른 
해석과 시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여행 모바일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는 우리의 열띤 시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리플은 2017년 7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출시한 지 2년이 안되어 350만 회원을 돌파했습니다. 
총 2차례에 걸쳐 네이버,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등의 투자 기관을 통해 총 420억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트리플에 조인할 Tripler를 찾고 있습니다. 
 
트리플은 ‘개인의 성장이 서비스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자유로운 
환경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트리플 개발팀 소개] 
여행은 안전하고 편리한 모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을 꿈꾸고, 떠나고, 다시 꿈꾸는 모든 순간에 트리플이 함께 하기 위해 트리플의 개발자들은 항상 
고민하고 토론합니다. 
 
트리플 개발팀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며 여행의 가치를 높여주는 
새로운 여행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기술적 구현 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비스를 고민하고 경험과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각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해야할 일을 정하고 빠르게 시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는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장에 함께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플 채용 프로세스 
1. 서류검토 
2. 코딩과제 
3. 면접 
4. 최종 합격 
 
포지션 :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주요업무 
• 서비스 기능 개발 
• 지표에 기반한 사용자 경험 개선 
• 공통 라이브러리와 툴 개발을 통한 개발자 경험 향상 
• Contents Management System 개발 
• Commerce System의 FrontEnd 
• 개발 에코시스템 구축 
 
자격요건 
• React 활용한 서비스 개발 경험 



• Node.js 사용 경험 
 
우대사항 
• Typescript를 활용한 개발 경험 
• MSA 경험 
•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관리 경험 
• Container Orchestration 서비스 사용 경험 
• SSR 혹은 Isomorphic rendering framework (Next.js 등) 사용 경험 
• Vue 사용 경험 
• MSA 경험 
• Gatsby.js 사용 경험 
•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관리 경험 
• CSS-in-JS 라이브러리 사용 경험 
• Redux/MobX 등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사용 경험 
• SEO 실행 경험 
 
혜택 및 복지 
• 트리플 디지털 노마드 제도 (해외 근무 정착금 지원) 
• 해외 여행시, 여행비 지원 
• 점심식사 제공 
- 매일 점심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탄력출퇴근 
• 건강검진 
• 4대보험, 실손보험 
 
 
지원 방법 : jobs@triple-corp.com 으로 이력서 및 깃허브/포트폴리오 공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jobs@triple-corp.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