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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연구소 정규직 / 병역특례 채용) 

인공지능분야에서 세상을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모십니다. 

 

JLK Inspection은 식약처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에 선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형 왓슨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

의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등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창의적 혁신 기업입니다.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기술과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 의료영상 판독, 진단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하드웨어에 대

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고 기술적 탐험에 열정과 패기를 가진 분들을 모십니다. 

 

모집분야 담당업무 자격조건 및 우대사항 

연구개발직 

(데이터분석) 

1) Machine Learning / Deep Learning algorithms 개발 

2) 해석용 Library/Solver 개발 

3) Image processing (Computer vision / Medical vision) 

4) User interface 

- [언어] Python, C++, JAVA, CUDA, Matlab 

- [엔진] Caffe, Tensorflow, Keras 

- [Image Processing] OpenCV, OpenGL, Vtk, Itk 활용자 우대  

자격요건 

학력 : 관련학과 전공자 

모집인원 : 00명 

 

우대 사항 

- 해당 직무 경험자 

- 석사학위 or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개발직 

(플랫폼) 

1) 인공지능 기반 진단보조 플랫폼 개발 

2) 빅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 [Web] HTML/JSP, CSS, javascript/JQuery 

- [DB] maria DB, nosql DB 

- [Server] apache/tomcat, node.JS, JAVA 활용자 우대  

- vtk.js, three.js, WebGL, AWS, git 

자격요건 

- 학력 : 관련학과 전공자 

- 모집인원 : 00명 

 

우대 사항 

- 해당 직무 경험자 

- 석사학위 or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개발직  

(H/W) 

 

1) 하드웨어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및 개발  

2) 센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3) 사물 인터넷, 센서 네트워크 설계 및 제작 

4)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활용 및 개발 경험자 

5) User Interface 

- [회로] FPGA, ORCAD 활용자 우대  

- [데이터분석&인공지능] Python, Matlab, C#, JAVA, 딥러닝 라이브러리 등 

- [하드웨어]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센서 개발 경험자 우대  

자격요건 

- 학력 : 관련학과 전공자 

- 모집인원 : 00명 

 

우대 사항 

- 해당 직무 경험자 

- 석사학위 or 박사학위 소지자 

- UX 개발 경험자 

 

근무조건 및 환경  

근무형태 : 정규직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근무부서 : 서울 인공지능연구소 인공지능팀 

근무요일/시간 : 주5일 

급여 : 업계 최고 수준 

 

 

1. 본사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302호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융합기술관) 

2. 공장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1길 40 

3. 인공지능 연구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13층 (Chan & Chan Tower) 

4. 미국 silicon Valley OFFICE : 3003 N 1st St #322, San Jose, CA 95134, USA 

 

 

(주) 제이엘케이인스펙션 

지원  

전형 절차 : 서류전형->임원면접->대표이사면접 ->최종합격 

제출서류 : 이력서, 연구소개서 (자유양식) 

지원기간 : 수시모집  

지원방식: E-mail 접수 및 문의 / 강신욱 부사장 

      (brian.kang@jlk-inspection.com / C.P 010-8838-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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