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주요업무

- 서버 OS(Windows, Linux, 가상화) 설치
및 스위치 운영 관리
데이터센터
및
- 서비스 운영
시스템인프라 (트래픽 관리, 장애처리, 보안,
운영/관리
유지보수, 백업)
(공고보기)
- 서비스 모니터링 (check_mK)
- HW 유지 보수
-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

백엔드 &
프론트엔드
서버 개발
(공고보기)

포털 서비스
개발
(공고보기)

- Java, Spring Boot Framework와
Javascript를 사용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서버 개발
- 광고 서비스, 타기팅 서비스, 회원 서비스,
댓글 서비스의 개선 및 관리

zum.com 서비스
(줌 프런트/뉴스/허브/모바일 웹/이글루스)
플랫폼 개발 & 운영

자격조건
[자격요건]
- 신입 0명
- 학력, 전공 무관
[희망요건]
- 원활한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니신 분
-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
- 리눅스/유닉스/윈도우OS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
- 하드웨어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
- 네트워크 스위치 및 물리 네트워크 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분

[자격요건]
- 신입 0명
- 학력, 전공 무관
[희망요건]
- Java, Spring (Boot) Framework,
영문 기술 서적 독해가 가능한 분

[자격요건]
- 신입 0명
경력(2년 이상) 0명
- 학력, 전공 무관
[희망요건]
- 프런트엔드에 대한 기본 개발 역량
(JQuery, ES6, Bootstrap,
기타 프레임웍(Vue,js, React.JS))
- REST API에 대한 이해력
- springboot 백엔드 개발 역량
- Linux 사용 경험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B2C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
- 데이터베이스 기본 지식
- 자료구조와 기본 알고리즘 개발 능력
- 자바 프로그래밍 역량

검색 서비스
기획
(공고보기)

로그 분석
플랫폼
개발
(공고보기)

크롤
플랫폼
개발
(공고보기)

- 이용자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자 니즈 확인
- 국내외 포털, 검색, AI 분야 리서치
- 국내 컨텐츠 제공업체 및
제휴 가능성 조사
- 데이터분석, 시장조사에 기반한
신규 검색서비스 기획(웹/앱)
- 검색랭킹과 UI/UX 개선

[자격요건]
- 신입/경력 무관 0명
(경력의 경우,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 학력, 전공 무관
[희망요건]
- 함께 배워가며 일할 의지가 강한 분
-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시는 분
-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진행하시는 분
- 일상의 불편함을 편리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

[자격요건]
- 신입 0명
- 학력, 전공 무관
- 로그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 로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선/운영

- 크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수집 관련
기능 개발
-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관리

[희망요건]
- 전산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는 분
- 검색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
-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소통이 잘 되시는 분
- 차분하고 꼼꼼하며 맡은 일을
끈기있게 해결하고 노력하시는 분
- 시대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추어 성장할 수 있는 분

[자격요건]
- 신입 0명
- 학력, 전공 무관
[희망요건]
- 새로운 환경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분
- Java, Python 사용이 가능한 분

전형절차

* 채용부서에 따라 실기/필기시험 전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형일정
서류접수 : ~ 2018년 5월 20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 전형결과에 관계없이 지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원결과를 e-mail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각종 문의는 `채용문의`게시판(https://zuminternet.recruiter.co.kr/bbs/appsite/qna)을 이용해주십시오.

제출서류
On-line 입사지원서(https://zuminternet.recruiter.co.kr)
*e-mail 입사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실무진면접 시 제출)
최종 근무지 원천징수부(최종면접 시 제출)
건강진단서(최종 합격자에 한함)

기타사항
줌인터넷(주)은 (주)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입니다.
입사지원 과정에서 제출하신 모든 자료는 채용심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지원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 공유, 위탁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사 모든 모집부문 및 전형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복리후생 :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