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마감



모집 마감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구로

모집 분야 ●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중), 프론트엔드 개발(중), Python 개발(중), C계열 언어 개발(중)

지원 자격 ●   고졸이상

 ●   컴퓨터공학 계열 전공자

xdn 서비스, 

live clipper 서비스, 

auto provisioning 서비스

㈜아틀라스네트웍스16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금천

모집 분야 ●   AI소프트웨어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Java (C#.Net) 개발(web)(중) Python 개발(중), C계열 언어 개발(중), 

    big data(중), AI개발(중)

지원 자격 ●   정보처리기사 2급 이상

KIST 조류독감 바이러스 

측정키트, 비젠(ViZen, 

영상기록물 색인, 검색, 

추출 프로그램)

㈜아이티베이스17

채용인원 ●   신입 3명                   근무지     ●   서울 성북

모집 분야 ●   AI/빅데이터

필요 기술 수준 ●   Python 개발(상), 데이터 분석(상), AI개발(상)

우대 사항 ●   관련 분야 경력자

 ●   관련 전공자(컴퓨터공학, 통계학 등)

 ●   최신 ML, DL 논문을 지속적으로 읽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 분

 ●   Tensorflow, Pytorch 능숙자 우대

AI 기반 물류 라우팅 플랫폼 

코코트럭(COCOTRUCK), 

상용차량 정비 예약 

플랫폼 트럭닥터

코코넛사일로㈜18

채용인원 ●   경력 00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big data(중), Node.js(상), React.js(상), Go Routine, Channel(중), 

    AWS DevOps(상)

지원 자격 ●   실무 투입 가능한(1~2년 차) 혹은 3년 이상 개발자

 ●   Node.js 또는 Go를 사용한 백엔드 개발을 3년 이상 경험하신 분

   (또는 이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신 분)

콜드체인 데이터 관리 솔루션㈜월로그19

채용인원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웹서비스 도메인 호스팅 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PHP 웹프로그래밍(상,중)

지원 자격 ●   PHP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리눅스 가능자

도메인 등록, 클라우드 서버, 

SSL 보안인증, 

디도스 해킹방어 서비스

㈜닷네임코리아20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영등포

모집 분야 ●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중), 프론트엔드 개발(중), Swift, kotlin(중)

지원 자격 ●   고졸 이상

우대 사항 ●   Postman, swegger, Mysql, notion, teamup, Springboot, 

   Springframework, gitlab 사용 경험자

웹 프로그램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랩스21

성별, 연령 예측기술을 

이용한 맞춤광고 솔루션 IDIN, 

발열측정시스템 IDIN·1000

㈜루켄23

채용인원 ●   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서초

모집 분야 ●   SW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중,상), 프론트엔드 개발(중,상)

지원 자격 ●   초대졸 이상

고화질 영상압축 솔루션, 스마트 

Factory ERP/MES/POP/WMS 

솔루션, CRM 솔루션, 안면 및 

영상인식 솔루션 

(ETRI 기술이전/특허)

㈜에이스게이트22

No. 기 업 명 기 업 소 개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대전 유성

모집 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 하드웨어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상), AI 개발(상,중), 하드웨어·영상전송시스템(상,중)

지원 자격 ●   관련 경력(2년 이상)개발자, 관련학과 졸업자



채용인원 ●   신입 0명 / 경력 0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상), 프론트엔드 개발(상), Python 개발(상), big data(상), 

    데이터 분석(상), AI개발(상)

인공지능 기반 뇌&암&전립선

특화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AI데이터 분석 솔루션

㈜제이엘케이24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모바일 앱 경력 개발자 / 백엔드 신입 / 프론트엔드 신입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하), 프론트엔드 개발(하), App개발 React·native(상)

지원 자격 ●   모바일 앱 개발자 경력 : 경력 5년 이상, React·Native 개발 경력 필수

 ●   백앤드 신입 : SpringBoot, JPA   ●   프론트엔드 신입 : React, vue 

검진 센터와 연계하여 

건강 검진 데이터를 제공받고 

분석하여 검진자에게 

레포트 제공 서비스

㈜메디푸드플랫폼25

채용인원 ●   신입 4명 / 경력 5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솔루션 개발 및 구축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중), 프론트엔드 개발(중), Robotic process automation(하,중)

지원 자격 ●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   IT전공 또는 최소 6개월 IT 교육과정이수 또는 관련분야 경력직

물류 컨설팅, WMS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RPA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테이크솔루션㈜26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송파

모집 분야 ●   Unity 개발자

필요 기술 수준 ●   C계열 언어 개발(중), Unity 개발(중)

우대 사항 ●   Multi Player, AR/MR 프로젝트 경험, Network, DB 사용 경험

AR기술 활용 어린이 학습 

도움 콘텐츠 개발
㈜브이브이알31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중구

모집 분야 ●   클라우드 Saas 기반 본사 개발 솔루션 개발 및 유지 보수

필요 기술 수준 ●   프론트엔드 개발(중), Python 개발(상), big data(중), 데이터 분석(중)

우대 사항 ●   Cloud Data Platfrom(AWS, Azure)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

 ● RDB, No·SQL(Mongo, Redi)등 개발 가능

 ● Hadoop, Spark 등 분산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경험자 등

자체 개발 솔루션인

'HEARTCOUNT'(기업 현업용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국내외 클라우드 및 구축 사업

㈜아이디케이스퀘어드27

채용인원 ●   신입 4명 / 경력 4명                   근무지     ●   서울 서초

모집 분야 ●   백앤드 / 프론트앤드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앱 Android / IOS (상,중)

지원 자격 ●   관련업무 종사자, 관련학과 졸업자

SNS 공구 플랫폼 및 

결제 시스템 자체 개발, 

동영상 리뷰셀링 플랫폼

㈜스타일셀러28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3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클라이언트(안드로이드) 개발자 2명(경력 1명, 신입 1명)

 ●  클라이언트(iOS) 개발자 2명(경력 1명, 신입 1명)

 ●  백엔드 서버 개발자(경력 1명)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상,중), 프론트엔드 개발(상,중)

지원 자격 ●   분야별 상이(신청서 내용 참고)

온라인 라이브 키즈 스쿨

- 꾸그
㈜글로랑29

채용인원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이커머스 UX·UI 신규 기능 개발   ●  신규 콘텐츠 퍼블리싱 및 유지보수

 ●  자사 서비스 떠리몰 CRM, WMS 시스템 백엔드 시스템 프론트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프론트엔드 개발(중)

지원 자격 1개 이상 충족

 ●  HTML(5), CSS, Javascript(최소 ES5), React 기본 지식 보유자

 ●  AWS, Git & Github, HTTP, RESTful API 클라이언트 개발 경험 보유자

 ●  기획, 디자인, 운영 등 다양한 구성원과 같이 문제를 정희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협업 능력 보유자

온라인 재고 할인

플랫폼 떠리몰
㈜핌아시아30

No. 기 업 명 기 업 소 개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강서

모집 분야 ●   JAVA/Ruby/Python 백엔드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하,상), 프론트엔드 개발(하,상), Python 개발(하,상), Ruby(하,상)

지원 자격 ●   나이, 학력, 전공, 성별 무관(역량 중심)
 ●   경력 : Java Springboot, Ruby On Rails 개발 경력 유경험자

이동통신기지국

고유 정보(Code)를 활용하여, 

위치암호를 생성하고, 유무선 및

오프라인 서비스 인증 수단으로 

제공하는 위치인증 서비스

㈜엘핀32

채용인원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서초

모집 분야 ●   주요업무 : 블록체인 메인넷 코어 구성요소 개발 참여

필요 기술 수준 ●   C계열 언어 개발(상), Blockchian(중,하), Golang(중,하)

지원 자격 ●   경력 : IT기업에서 1년 이상 개발 경험을 쌓으신 분
 ●   Git을 활용하여 작업 할 수 있으신 분
 ●   사용언어 : C 언어

블록체인 메인넷 맞춤형 구축,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맞춤형 

기획 및 구축

㈜헤세그33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IOS개발자(경력)
 ●   Web Front-End(신입)

필요 기술 수준 ●   프론트엔드 개발(중,하), IOS(상,중)

지원 자격 ●   학력무관
 ●   경력 2년 이상 네이티브 개발 경력을 보유하신 분
 ●   코드 최적화, 리펙토링 개선에 경험이 있으신분
 ●   iOS Layout 설계에 익숙하신 분

Block Chain Platform : 

소다플랫폼, 

Cryptocurrency : 소다코인,

Crypto Finance : 비트베리 

파이낸스, 베리옥션 NFT

㈜메타큐브34

35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영등포

모집 분야 ●   응용프로그램 개발/웹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프론트엔드 개발(중,하), Python 개발(중,하), C계열 언어 개발(중,하), 

    AI개발(중,하), golang, Linux, OS, AWS(중,하)

우대 사항 ●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경험(C/C++, golang, python, javascript)
 ●   DBMS, NoSQL, Linux OS 경험
 ●   Docker, GKE, AWS 환경 개발 경험
 ●   Bootstrapt 활용 웹앱 구축 경험, React 활용 웹 개발 경험

빅데이터 기반 악성코드 

분석 플랫폼, 정적분석 기반의 

위협대응 솔루션, 

파일 위변조 탐지, 무결성검증, 

컨텐츠 무해화 솔루션

㈜누리랩

36

채용인원 ●   신입 4명 / 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강동

모집 분야 ●   인공지능 개발자 :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프론트엔드 백엔드개발
 ●   자바개발자 : 자바 솔루션 개발
 ●   IOT 개발자 : IOT 개발자(통신 이해 필요)
 ●   서버/클라우드 담당자: 서버/클라우드 담당자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중,하), 프론트엔드 개발(중,하),  AI개발(중,하), iot 및 서버(중,하)

제조운영관리 시스템(MES,

Q·FACTORY 2.0), 인공지능

(영상 부품 누락 판독 시스템),

인공지능(비전 OCR 판독), 

4. ARASO_Q RPA 솔루션 개발

㈜비자림

37

채용인원 ●   신입 5명 / 경력 5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백엔드 시스템 개발(신입/경력)
 ●   프론트 엔드 시스템 개발(신입/경력)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중), 프론트엔드 개발(중), big data(하), 

    데이터 분석(하), C계열 언어 개발(하)

실시간 TV방송 타겟 광고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시간 TV방송 시청 이력 

기반의 타겟팅 기술

애니포인트미디어㈜

38

채용인원 ●   신입/경력 1~2명                   근무지     ●   경기 군포

모집 분야 ●   프론트 엔드(Javascript)
 ●   백 엔드 개발(Python, Java)
 ●   AI 모델 개발(네이버 음성인식 및 합성 API 연계 프로그램)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중,하),  Python 개발(중,하), AI개발(중,하)

지원 자격 ●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or 관련 분야 교육 이수생

고양 어린이박물관 안내 로봇 

운용 콘텐츠 S/W 개발,

공기질 측정기 개발 및 

플랫폼 S/W 개발

㈜이스토닉

No. 기 업 명 기 업 소 개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2명                   근무지     ●   경기 성남

모집 분야 ●   Frontend 개발자

 ●   Backend 개발자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상), 프론트엔드 개발(상), 클라우드 인프라(상), 도커(상), 

    쿠버네티스(상), CI/CD(상)

지원 자격 ●   분야별 상이(신청서 내용 참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및

플랫폼 개발
㈜투라인코드39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서초

모집 분야 ●   생체정보 추출 영상처리 알고리즘 개발 / Java Spring 기반 웹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영상처리) Python 개발(중), C계열 언어 개발(중)

  ●   (Java) 백엔드 개발(중), 프론트엔드 개발(중)

우대 사항 ●   Deep Learning에 대한 이해가 있는자

 ●   관련 분야 유경험자 및 연구 논문 스터디에 어려움이 없는 자

 ●   석사학위 수요자

만성질환 관리 

B2C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 

안면인식 기술 활용 

생체정보 획득 기술

㈜바이오커넥트40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충남 천안

모집 분야 ●   임베디드 시스템 플랫폼 연구개발

 ●   통합개발환경 및 운영 S/E 연구개발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중), 프론트엔드 개발(중), C계열 언어 개발(중)

지원 자격 ●   전기전자, 컴퓨터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임베디드 기반의

보호용 차단기/개폐기용

제어기를 설계, 개발

신성산전㈜41

채용인원 ●   신입 0명 / 경력 0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블록체인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상,중), 프론트엔드 개발(상,중), Python 개발(상,중), 

     blockchain(상,하)

지원 자격 ●   학력 무관

 ● 경력 1년 이상 : BACK-END, FRONT-END, Python

 ● 경력 무관 : 블록체인 분야

AI 기반 CCTV 영상분석을

통한 주차 관제 시스템 및

주차면 통합관리 플랫폼 등

솔루션 개발 기업

(주)프롭웨이브42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Java, Spring Boot Framework 기반의 REST API 설계 및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개발(중), 프론트엔드 개발(중)

지원 자격 ●   Java 관련 개발 경력

 ● Java, Spring 또는 Spring Boot를 이해하고 개발 가능하신 분

 ● RDBMS 기본 쿼리 및 튜닝 경험 보유자

 ● 클라우드 서비스(GCP)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

글로벌 표준기술 기반 

프로그래매틱 광고 거래 

플랫폼 수엑스와 

엠에이티 자체 개발 운영

㈜티피엠엔43

44

45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2명                   근무지     ●   인천

모집 분야 ●   인공지능 관련 python 알고리즘 개발
 ●   웹 프론트엔드(React.js)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Python 개발, AI 개발, 웹 Front-end(React.js) 개발 (중)

지원 자격 ●   (Python, AI 개발) 프로그래밍, 딥러닝,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원 자격 ●  (웹 프론트엔드) React.js에 대한 이해도 및 UI/UX 개발 경험 보유

GAN 기반의 

가상 아바타 기술 연구 등 

글로벌 인공지능 전문 기술 기업

㈜애나 

채용인원 ●   경력 4명                   근무지     ●   서울 서초

모집 분야 ●   BACK-END 개발(node.jc), 유니티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Backend 개발, C 계열 언어 개발(C, C++), 블록체인 (중, 상)

모바일 AR에 특화된 

AR기술 솔루션 및 

콘텐츠, 플랫폼 제공 기업

㈜시어스랩

No. 기 업 명 기 업 소 개 채 용 분 야



46

채용인원 ●   신입 4명 / 경력 4명                   근무지     ●   서울 마포

모집 분야 ●   BACK-END, FRONT-END, 앱개발(Android, IOS, React), 

   Big data, 영상처리, 자율주행

필요 기술 수준 ●   Backend 개발, Python, C계열 언어 개발, Big data(중, 하), 

    Frontend 개발, 데이터 분석, AI 개발, 영상처리, 자율주행, 

    동적지도 전문가 및 개발자 (상, 중)

지원 자격 ●   분야별 상이(신청서 내용 참고)

스마트 주차유도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기업
㈜베스텔라랩

47

채용인원 ●   신입/경력 6명                   근무지     ●   대전, 서울 마포

모집 분야 ●   Unreal Engine (언리얼 엔진) 기반 콘텐츠 클라이언트 개발

   (경력 무관 / 1~2명)

 ●   Unity (유니티) 기반 콘텐츠 클라이언트 개발(경력 1년 이상 / 1~2명)

 ●  콘텐츠 디자인(경력 무관 / 1~2명)

지원 자격 ●   분야별 상이(신청서 내용 참고)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솔루션 개발 기업
㈜쉐어박스

48

채용인원 ●   신입 0명 / 경력 0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Junior Frontend Developer

 ●   Junior Backend Developer

필요 기술 수준 ●   Backend 개발(JAVA, Node, Go), Frontend 개발(Vue, React, JS), 

    Python(크롤링, 스크래핑, 정규식) (중 이상)

지원 자격 ●   분야별 상이(신청서 내용 참고)

비대면 통합 보안인증 

솔루션 플랫폼 제공 기업
㈜유스비

49

채용인원 ●   신입 0명 / 경력 0명                   근무지     ●   서울 강남, 광주

모집 분야 ●   개발팀

필요 기술 수준 ●   Big data, Blockchain (하), JAVA (C#.Net) 개발(web), 데이터 분석, 

    AI 개발 (중), Python, C계열 언어 개발 (상)

근무조건 ●   근무지(서울,광주) 별 상이(신청서 내용 참고)

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컨설팅 및 산업 제어정보 

시스템 구축 기업

타이아㈜

50

채용인원 ●   신입 3명 / 경력 3명                   근무지     ●   서울 송파

모집 분야 ●   VR/AR/MR 개발(Unreal/Unity)

 ●   SW 개발(FrontEnd, BackEnd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JAVA (C#.Net) 개발(web), C계열 언어 개발, VR/AR Unreal, 

    Unity 3D (중 이상)

지원 자격 ●   분야별 상이(신청서 내용 참고)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로봇 제어 기술 등 

디지털트윈 기술 전문 기업

나모웹비즈㈜

51

채용인원 ●   경력 3명                   근무지     ●   경기 용인

모집 분야 ●   웹개발자(PHP/ASP/JSP 언어 1종이상) DB설계 가능자

 ●   Unity3D 개발자

 ●   인공지능 개발자

필요 기술 수준 ●   JAVA (C#.Net) 개발(web), Big Data, AI 개발, Unity3D (중)

우대사항 ●   다중언어 개발 가능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가능자 등

체험형 XR 실감 콘텐츠 

개발 기업

㈜베이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채용인원 ●   신입 0명 / 경력 0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Java/Web개발, 빅데이터분석, AI개발

필요 기술 수준 ●   JAVA (C#.Net) 개발(web), Python, C 계열 언어 개발, 

    데이터 분석, AI 개발 (중)

우대사항 ●   Java, Python, 빅데이터, AI개발 등 관련분야 개발 유경험자 등

52
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자연어 처리 전문기업
㈜미소정보기술

No. 기 업 명 기 업 소 개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서버 프로그래밍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운용 

 ●   헬스케어 시스템 콘텐츠 기획자

필요 기술 수준 ●   JAVA (C#.Net) 개발(web), Python, C 계열 언어 개발,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지원 자격 ●   분야별 상이(신청서 내용 참고)

53
생애주기 맞춤형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기업
㈜운약근답올핏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마포

모집 분야 ●   SW개발자 1명

 ●   임상통계분석 1명

필요 기술 수준 ●   JAVA (C#.Net) 개발(web), 데이터 분석, HTML, Javascript, CSS, json (중)

우대사항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보유자

 ●  의료데이터 관련 SW개발 경력자 등

54

치료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기반의 고난도 분석 

솔루션 개발 기업

㈜메디플렉서스

채용인원 ●   신입 5명 / 경력 7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프론트엔드/백엔드 6명

 ●   H/W 개발자 3명

 ●   펌웨어 개발자 3명

필요 기술 수준 ●   BACK-END (상/중), FRONT-END (중/하),  C계열 언어 개발 (상/중)

지원자격 ●   분야별 상이(신청서 내용 참고)

55
HW, SW 융합 IoT 및 

에지 컴퓨팅 솔루션 제공 기업
에스디티㈜

채용인원 ●   신입 1명                   근무지     ●   서울 금천

모집 분야 ●   RPA 엔지니어

필요 기술 수준 ●   JAVA (C#.Net) 개발(web), FRONT-END 개발 (중), RPA (상)

지원자격 ●   업무자동화 교육과정 6개월 이상 수료자 or RPA관련 교육 및 자격증 취득자

57

3DExperience 플랫폼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AI-RPA 구축 서비스 등 

제공 기업

㈜이즈파크

채용인원 ●   신입 2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RPA Developer, Salesforce Developer& Engineer

필요 기술 수준 ●   JAVA (C#.Net) 개발(web), Python개발, C계열 언어 개발, RPA (중)

우대사항 ●   UiPath Developer Certi.(RPA 솔루션 Certi) 보유자

 ●   Salesforce Development 경험자

58 CRM, RPA 솔루션 제공 회사㈜씨케이넷

채용인원 ●   신입/경력 0명                   근무지     ●   서울 송파

모집 분야 ●   RPA개발자(ReFramework)

우대사항 ●   UiPath Certi 보유자, 개발 및 운영 경험자 등
59 RPA, SI, SM 컨설팅 전문 업체(주)씨앤에스솔루션

채용인원 ●   경력 3명                   근무지     ●   경기 시흥, 성남

모집 분야 ●   C/C++개발자 (2명)

 ●   서버 개발자(1명)

필요 기술 수준 ●    JAVA, Back-End개발, Python 개발, C 계열 언어 개발, AI개발 (중)

60

플랜트 건설분야 MEP 

설계공정의 자동화 구현 

솔루션 ‘스마트라우팅’ 

등 건설 AI 및 

XR증강휴먼 개발 기업

㈜에스엘즈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성남

모집 분야 ●   응용SW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JAVA (C#.Net) 개발(web), FRONT-END 개발, 데이터분석 (중), Big data (하)

지원자격 ●   DBMS 사용 경험,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56

POP, MES, APS System 등 

자동차 부품 업체 대상 

솔루션 공급 기업

㈜쓰리뷰

No. 기 업 명 기 업 소 개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광진

모집 분야 ●   머신러닝/딥러닝/AI : 언어, 음성 AI 모델 개발 및 운용 

 ●   서비스/솔루션 개발 Go, NodeJS, Vue.js나 유사한 언어로 

   서비스(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Python, 서버 : GO, 프론트엔드 : Vue.js (중)

61

구어를 중심으로 하는 

음성 자연어 기반 

인공지능 전문 기업

㈜바이칼에이아이

채용인원 ●   신입/경력 00명                   근무지     ●   서울 성남

모집 분야 ●   AI 응용 서비스 FullStack (Frontend/Backend) 개발

 ●   연구소 영상 표출 및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개발

 ●   연구소 AI 및 DeepLearning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JAVA, Python 개발, C 계열 언어 개발, AI 개발,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 (중)

지원 자격 ●   새로운 AI 기술, 개발 언어 및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학습 의지

62

IP기반 스마트 비디오월 

솔루션 개발 및 

관제시스템 구축 기업

㈜누리콘

채용인원 ●   신입/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영등포

모집 분야 ●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신규 프로젝트 투입

필요 기술 수준 ●   C 계열 언어 개발 (상/ 실무투입 가능한 C++ 능력 보유자)

지원 자격 ●   외국어 능통자 우대(필수 아님)

63

PC용 소프트웨어

(반디집, 반디카메라, 

꿀깸, 꿀뷰) 개발

㈜반디소프트

인터내셔널

채용인원 ●   신입/경력 5명                   근무지     ●   서울 중구

모집 분야 ●   문서보안 솔루션 QC 경력 및 신입 채용(신입~경력 1명)

 ●  DRM솔루션 개발자 채용(Windows, C/C++)(경력 1년 이상 2명)

 ●  지능형선별관제, CCTV솔루션 구축 필드엔지니어(신입 2명)

필요 기술 수준 ●   분야별 상이(신청서 내용 참고)

면접전형 ●   기술면접 > 코딩테스트 > 임원면접

65

문서보안(DRM),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CCTV 통합보안, 모바일 보안, 

기업용 블록체인 등 

정보보안 IT 기업

마크애니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중구

모집 분야 ●   개발자 : 경력 1명, 신입 1명

 ●    PM 및 서비스 기획 : 경력/신입 1명

필요 기술 수준 ●     JAVA(BACK END, FRONT END)(중,하), PHP(중,하)
  ●   데이터 분석(중,하), 기타(서비스 기획)(중,하)

66

의류 B2B 커머스 플랫폼, 

서비스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SaaS), 

의류 풀필먼트 시스템, 

시스템 자동화 연계 및

 API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주)뉴톡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강서, 대전 유성

모집 분야 ●   AI 알고리즘/블록체인 기술 개발, APP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JAVA(BACK END, FRONT END)(중), Python(중), 빅데이터(중)
  ●   블록체인(중), AI(중), 기타(안드로이드, 리액트..JS, 솔리디티)(상)

67

공문서 및 중요문서 

판독솔루션(딥아이디) 및 

정품확인솔루션 개발

(주)로지체인

채용인원 ●   신입 5명 / 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강서

필요 기술 수준 ●   신입JAVA(BACK END, FRONT END)(경력 상/ 신입 중,하)
  ●   Python(중,하), C(중,하), AI(중,하)

우대사항 ●   컴퓨터 공학 또는 IT계열 전공자

68

사이냅 문서뷰어, 에디터, 

OCR, PDFocus, 문서필터, 

닥스라이브 등 개발 및 서비스

(주)사이냅소프트

채용인원 ●   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용산, 인천

모집 분야 ●   FrontEnd / BackEnd (상,중)

지원자격 ●   2년이상 개발 경력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 보유

 ●   (Frontend)ReactJS, React, Recoil, Angular, Vue.js 등의 

   SPA 프로젝트 실무에 능숙하신 분 등

 ●   (backend)Spring 프레임워크(Spring Boot)를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

64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등 

뇌신경질환 전문 

AI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휴런

No. 기 업 명 기 업 소 개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   신입/경력 4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백엔드 golang, 모바일 앱 flutter/dart, 프론트엔드 vuejs

필요 기술 수준 ●   백엔드 golang(중,하), 모바일 앱 flutter/dart(중,하), 프론트엔드 vuejs(상,중)

    ※ 전문연구요원도 지원 가능

69

빅데이터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 개발

(비대면 임상시험 복약관리, 

건강관리앱 등)

㈜케어스퀘어

채용인원 ●   경력 4명                   근무지     ●   서울 관악

필요 기술 수준 ●   BACK END(중), Python(중), C(중), 

    AI(중) 기타(Python 개발(Web) - Front-end - React)(중)

72

인공지능 개발운영 플랫폼

(SURROMIND AI Studio)

개발 및 공급
㈜써로마인드

채용인원 ●   신입 0명 / 경력 0명                   근무지     ●   서울 강남

필요 기술 수준 ●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수준 무관)
73

나디오 서비스

(www.nadio.co.kr), 

오디오 기반 힐링 에세이
이어가다(주)

채용인원 ●   경력 5명                   근무지     ●   서울 구로

모집 분야 ●   JAVA기반 소프트웨어 SI, SM 개발자(신입 및 경력)

필요 기술 수준 ●   JAVA(BACK END, FRONT END)(중), 기타(웰프로그래밍)

우대사항 ●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취업보호 대상자, 컴퓨터 활용능력 및 

   문서작성 우수자, 유관업무 경력, 지방 및 해외근무 가능자

70

응용SW개발 및 

유통, 시스템 컨설팅, 

웹서비스 등

(고객 민원 관리 솔루션)

㈜에스알포스트

채용인원 ●   신입 2명 / 경력 5명                   근무지     ●   서울 마포

필요 기술 수준 ●   JAVA(BACK END(중), FRONT END(상)), Python(상,중), AI(상,중)

우대사항 ●   AI 관련 프로젝트, Python 프로그래밍, Linux 고급, Numpy, Pandas, 

   Dlib, Open CV(for Python) 관련 경험자, 영어 및 중국어 가능자, 

   해외 근무 경험자 등

74
버추얼 휴먼 개발 및 

콘텐츠 서비스
㈜디오비스튜디오

채용인원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마포

모집분야 ●  렌탈 커머스 웹과 백오피스 개발, 모바일 렌탈 구독 관리앱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FRONT END(상))

우대사항 ●   기획, 개발, 운영 모니터링 경험자, TypeScript, Flow JS 정적 타이핑 툴 경험자,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및 모바일 앱 내 웹앱 개발 경험자, Webpack, Rollup 등 

   모듈 번들러 사용자

75
핀테크 기반 렌탈 커머스

(꾸다- www.kkuda.kr)
셰어라운드(주)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서초

필요 기술 수준 ●   JAVA(BACK END(무관), FRONT END(중)), Python(상), AI(중), RPA(하), 

   기타(AWS 기타 등의 클라우드 또는 서버 운영 / DevOps)

우대사항 ●   협업 및 문제해결 능력,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최적의 선택을 위한 프로세스 이해

76

DB 비정형 데이터 정보추출 

및 DB화, 데이터 수집 정제 

가공 라벨링, 검색엔진 솔루션, 

문서 작성 협업 지원 솔루션

㈜코그콤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경기 수원

모집분야 ●   (Front개발) 웹개발(vue.js,html/css), 앱개발(React Native)

 ●   (AI분야) Vision/NLP 분야 AI 모델 개발, 빅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필요 기술 수준 ●    JAVA(BACK END, FRONT END)(상,중), Python(상,중), 

    데이터 분석(상,중), AI(중,하)

77
인공지능 기반 感(감)테크 :

반려친구 케어 서비스

(구르미랑)

단감소프트

채용인원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강남

필요 기술 수준 ●   JAVA(중), C(중), AI(중)

우대사항 ●   앱/웹 서비스 및 UI/UX 설계 경험자, VR/AR 서비스 기획 경력자 우대

71

디지털 테마파크 융복합 

게임 콘텐츠 개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스타일큐레이션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 개발

㈜오콜로르

No. 기 업 명 기 업 소 개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   경력 3명                   근무지     ●   서울 강서

모집 분야 ●   실감콘텐츠 개발자

필요 기술 수준 ●   Unreal, Unity(상,중)

78

가상·증강현실 기술기반의 

체감형 시뮬레이터 시스템, 

가상훈련 시스템 및 

가상현실 시스템

㈜이노시뮬레이션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1명                   근무지     ●   서울 서초

모집 분야 ●   데이터 분석

필요 기술 수준 ●   데이터분석(중), 빅데이터(중)

우대사항 ●   데이터분석 3년 이상, 통계학, 수학, 컴공 전공자, 벡디에터 플랫폼 구축 경험자, 

   중국어 가능자

79

한·중 MCN사업, 

중국 영상 플랫폼 채널 운영, 

콘텐츠 생산 및 

온라인 동영상 제작 등

아도바(주)

채용인원 ●   신입 3명 / 경력 3명                   근무지     ●   서울 안양

필요 기술 수준 ●   JAVA(BACK END, FRONT END)(하), Python(하), 데이터 분석(하), 

   빅데이터(중), 기타(JAVA, Python 등 환경에서 웹서비스 기획·설계)(중)

우대사항 ●   모집 분야 관련 IT기술 교육과정 수료 및 관련 전공자

80

모빌리티 생활 플랫폼 

서비스 (이커머스, 상품개발, 

소싱유통)

오토앤

채용인원 ●   경력 1명                   근무지     ●   인천 부평

필요 기술 수준 ●   JAVA(BACK END, FRONT END)(상)

우대사항 ●   경력자

81

크리에이터 IP, 데이터 기반의

크리에이터 전용 플랫폼

서비스(샵팬픽 파트너스)

㈜샵팬픽

채용인원 ●   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마포

모집분야 ●   인공지능 엔지니어

필요 기술 수준 ●   FRONT END(중), 빅데이터(주), AI(상,중)

우대사항 ●   AI전공 및 석・박사, 관련 대회 수상자, 영어 숙련자

 ※ 유효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다면 신입도 지원 가능

82
스마트 의료 카운슬러 및 

의료 데이터 공유 서비스
㈜아이투엑스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2명                   근무지     ●   서울 구로

모집분야 ●   (Front-end)제품 관련 웹서비스, 프론트엔드 개발환경 개선

 ●   (Back-end)프레임워크(Node.js, Django, Spring Boot 등) 활용, 

   신규 서비스/솔루션 백엔드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JAVA(BACK END, FRONT END)(중), 기타(모바일 앱 개발)(중)

우대사항 ●    jQuery 기본적 문법・특징 숙지, 안드로이드 or iOS 앱 개발 경험

83
프롭테크 플랫폼 서비스

(공동주택 생활 관리)
㈜유토빌

채용인원 ●   신입 1명 / 경력 2명                   근무지     ●   인천 부평

모집분야 ●   메타버스 서비스 백엔드/서버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 기술 수준 ●   BACK END(상,중), Python(중,하), 블록체인(중,하), AI(상,중)

우대사항 ●    Unreal/Unity 엔진, REST API 개발 경험자, 영어 가능자 

 ●   VR/AR 및 메타버스 또는 게임 개발, App 출시 경험자  

 ●   3rd Party Library 적용 경험자, 영어 가능자

85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AI기반 실감형 

메타버스 서비스 및 

실감형 전시장 솔루션

㈜브이다임

채용인원 ●   경력 4명                   근무지     ●   경기 안양

필요 기술 수준 ●   JAVA(상), C(상), 빅데이터(상), AI(상)

우대사항 ●    경력직, 프로젝트 진행 경험자

84
공유공장 기반 나물 

유통 플랫폼
㈜엔티

No. 기 업 명 기 업 소 개 채 용 분 야



채용인원 ●   신입 1명                   근무지     ●   서울 송파

우대 사항 ●   자바 및 오라클 사용 경험

필요 기술 수준 ●   JAVA(백엔드, 프론트엔드)(중)

86
의료 분야의 혁신 컨설팅을 

통하여 고객 맞춤형 솔루션 

구축 및 운영

㈜제이디아이앤에스

채용인원 ●   신입 2명                                      근무지     ●   서울 강남

모집 분야 ●   UI 솔루션 기획 및 개발

근무형태 ●   본사 근무 및 단기 파견 근무 가능

87
UI 및  Reporting Tool 

개발 기업
(주)액티브소프트

No. 기 업 명 기 업 소 개 채 용 분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