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케이아이엔엑스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채용

접수 기간 : 2015년 11월30일(월) ~ 12월20일(일)

As a single neutral IX in Korea established for seamless traffic 
internetworking among ISPs, KINX provides economic and 
efficient Internet traffic exchange service to major ISPs and 
global carriers, CP and CDN operators, 
cable operators (SO), finan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al agencies.



㈜케이아이엔엑스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채용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2. 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5년 11월 30일(월) ~ 12월 20일(일) [3주간]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사람인, 잡코리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23일(수)  

4. 근무환경

    근무형태 : 정규직

    근무지 : 서울시 서초구 본사 (강남역 8번 출구)

3. 전형절차

5. 문의처

    홈페이지(www.kinx.net) 내 채용문의 페이지 또는 이메일(job@kinx.net)

주요 복리후생 :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종합건강검진, 통신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1박2일/KINX Day/
전사단합대회 등 정기 소통협력프로그램, 조식/석식 제공, 주차지원, 
생일축하프로그램, 휴양콘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등 

모집분야 직무 자격요건 모집인원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구축
-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 운영 자동화 개발

- 성능 튜닝

- 테스트 프로그램 작성

클라우드 트러블슈팅
- 장애 및 서비스 이슈 해결

학력 : 석사 이상

경력 : 신입

필요역량
- Linux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관리

- 네트워크(DNS, TCP/IP)에 대한 이해

- 스크립트 작성

- 커뮤니케이션 스킬

- 고객 중심적 마인드

- 신기술에 대한 도전성

우대사항
- 오픈스택 구축 경험자

-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전공자

- Linux/Cloud 관련 자격증 소지자

0명

서류전형 실무면접 인적성검사 임원면접 최종합격



㈜케이아이엔엑스(이하 KINX)는 IX(인터넷 회선 연동),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클라우드, 
IDC(인터넷데이터센터), 디도스방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인프라 전문 B2B 기업입니다. 

2000년 설립돼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KINX는 최근 5년간 20% 이상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가입자의 약 17%가 KINX의 
고품질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 중이며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 통신사업자 역시 
KINX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KINX는 국내 최초의 오픈스택 기반 퍼블릭 클라우드인 'IXcloud' 개발 및 구축 업무를 담당할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을 모집합니다. 오픈스택은 세계 유수의 기업과 3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여 중인 글로벌 오픈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도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INX는 클라우드 개발과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최고의 클라우드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소개

㈜케이아이엔엑스 소개

IX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망을 이어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IDC
서버와 네트워크 회선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서버 호텔’

CDN
게임 설치파일, 동영상 등 대용량 파일을 
분산해 사용자와 가까운 서버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 장비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상의 서버를 
제공하는 서비스 

K-CLEAN
디도스 공격을 빠르고 간편하게 방어해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요 고객



전체를 보는 사람

조직 전체의 지향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시장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신의 일을 명확히 인지하고 충실히 수행하여 
신뢰를 주는 사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

우리는 중립적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써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개방형 서비스

특정 사업자에 종속되거나 정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량

맞춤형 서비스

고객의 특성과 환경, 다양한 요구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

통합형 서비스

자원의 조달부터 운영 및 확장까지 
인프라 전반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량

핵심가치 / 역량

개방형

맞춤형

통합형

함께 일하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시너지를 내는 사람
신뢰와 존중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본질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람

KINX 인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