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US(Memory Cache Cluster) 개발하는 잼투인(주)에서 NoSQL System SW 개발자를 채용합니다.
잼투인과 함께 아래 연구/개발에서 최고의 system SW 개발자로 성장하실 분이라면 지원 바랍니다.
최근 연구/개발 주제
- Cache cluster 에서 node join/leave 시의 data migration 개발
- 다른 IDC 에 위치하는 clusters 간의 cross datacenter replication 개발
- Disk-resident & in-memory key-value DB engine 개발

향후 연구/개발 주제
- 현재 개발 중인 DB engine 기반으로 key-value DB cluster 개발
- 다양한 응용들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data model 확장
- 다양한 응용 언어를 지원하기 위한 proxy server 개발
- 대규모 위치 데이터의 저장과 검색 기능 개발
- 최근 하드웨어 환경에 최적화된 data store 개발

잼투인(주)은 작지만 개발자 중심의 기술 회사로 아래 장점을 제공합니다.
- 중견 기업 수준의 급여 제공 (성과가 우수/탁월하면 그 이상도 가능
- 많은 기술적 도전 작업 부여 (기술적 이론과 개발 모두)
- 사내 기술 공유, 외부 세미나 참석과 발표, 교육 중시
- 탄력적 출퇴근 시간, 자유로운 휴가 날짜 선택, ...

[신입 개발자]
자격 요건
•

컴퓨터 공학 및 관련 계열 전공 (기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C or Java 기반의 System Programming 능력

•

Network Programming 능력

•

NoSQL, DBMS, Distributed System 등에 대한 기본 기술 이해

우대 사항
•

NoSQL 개발에 대한 경험/관심/열정

•

우수 개발 잠재력/가능성의 객관적 자료 (Github, Blog, 포트폴리오 등)

•

정확하고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능력

[경력 개발자]
자격 요건
•

NoSQL, DBMS, Distributed systems 등의 기술적 이해와 설계/구현 능력

•

Modern hardware(CPU, Memory, Network, ...)에 대한 기술적 이해 및 활용 능력

•

C 기반의 system programming 능통 (debugging, profiling 포함)

•

Complex code(thread, networking, synchronization, ...) 이해 및 분석 능력

•

전공 분야 paper 이해 및 작성 능력

우대 사항
•

관련 전공의 석/박사 학위

•

(석/박사 포함) 경력 15 년 이하

•

Data store 관련 우수 개발 실적

•

정확하고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능력

[지원 방법 및 절차]
•

•

•

지원 서류: PDF 문서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모집 분야의 경력/경험 포함)

–

성적이력서(신입은 필수, 경력은 선택)

–

제출처: recruit@jam2in.com

전형 절차: 서류전형 => 면접(1 or 2 회) => 입사
–

서류 결과는 5/30(수)까지 알려 드리며,

–

면접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기타 사항
–

적합한 인력이 없다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