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원에이아이 

관련문의 :  people@zeroone.ai  

홈페이지 :  www.zeroone.ai 

근무장소 :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 2 테크노벨리 제로원에이아이 AI 기업부설연구소 
 
 
1) 모집분야  

엔지니어/연구원 : 쿠버네티스, AI 시스템, 빅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 
 
 
2) 지원요건 

학력/경력 무관  

신입/경력 모두  
 
 
3) 자격요건  

: 하나의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연구원 (GoLang, Python, Java)  

: 아래 사항 중에서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거나 해본 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연구원  
kubernetes(devloyment, statefulSet, configMap, Secrets, Resource limit request, service), 
ansible(inventory, template), Server(APT Freeze, IPMI, BMC), kafka, apache beam, airflow, 
tensorflow, kubeflow, pytorch, serving, spark, gRPC, RESTful API, katib, TFX,Topic, Producer, 
Partition, Consumer, Broker, Zookeeper, Hadoop, HDFS, MapReduce, aparche Beam, 
JobTracker, YARN, Grafana, influxDB, information theory, confusion matrix, CNN, RNN, GAN, 
SSL, autoML  
 
 
4) 우대조건  

MOOC(coursera, edX..) 수료자(certification), 석사/박사 학위자     
 



 
5) ZeroOneAI 는,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자와 알고리즘을 대체합니다.  

- 인공신경망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최적화합니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과 마이크로서비스를 추구합니다.   

- 하이브리드 기반 데이터센터를 연결하고 그것이 곧 인공지능의 본질입니다.  

- 시계열 데이터, 금융데이터 딥러닝 분석 및 모델을 설계합니다.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기반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및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합니다.  
 
 
6) ZeroOneAI 는  

- 우리은행 `디노랩`, `위비핀테크랩` 멤버,  

- 신용보증기금 주체 U-Connect 2019 1 등 대상 수상,  

- 캐나다 NextAI, 스위스 SIX 그룹 F10 멤버,  

- 미국 Y Combinator Startup School Corhort,  

- 싱가폴 Gartner 아시아 선정 2020 년 2Q 한국 유망 IT 벤처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PA 주관, 2020 년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30 개팀 48 억) 의 

인공지능 시스템 AI.node 공급 

- KT Media 데이터센터 서버 3,000 개 실시간 데이터를 위한 빅데이터 클러스터, 

인공지능 클러스터   

- NIA, KT  ‘자율지능형 연구개발·선도시험망(코렌·KOREN)’ : 인공지능 고성능클라우드 

고도화  

- 국내최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퍼런스 'Cloud Native Community Groups Seoul 2020'  

실버 스폰서 및 AI.node 발표  
   
 
 
7) ZeroOneAI 연구원들은,  

- 동료와 좋은 태도, 바른 신뢰를 구축하고, 나의 지적호기심과 결핍/욕망을 

추구합니다.  

- 회사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금전적 보상, 배움과 성장이 동시에 들어간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원들은 그 기회를 잡습니다.  

- 작은 조직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8)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정규직 (인턴/시용기간 3 개월 정규직급여동일)  

- 근무지 :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 2 테크노벨리  

- 근무요일 : 주 5 일, 수요일 원격근무 (개인 적응/선호에 따라 6 개월 이후 확대)  

- 근무시간 : 10 시 ~ 19 시   

- 급여 : 연봉 및 성과급  (신입 및 경력 : 10%~30% 인상)  

- 보상 : 동료 상호 평가를 통한 스톡옵션 및 인센티브 부여     

- 연구활동 장려 : Top-Tier 인공지능 컨퍼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퍼런스, 특허출원 

보상    
 
 
 
9) 전형절차 

서류전형 > 1 차 온라인면접 > 2 차 대면면접 > 최종합격  

※ 면접일정은 개별 통보됩니다. 
 
 
 
10)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 people@zeroone.ai 

제출 서류 : CV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깃랩주소 필수, 추천인이 있으면 추천인 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