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잉랩

[Tech Startup] 두잉랩 전직군 채용
(딥러닝,안드로이드,iOS,웹,백앤드,
UI/UX,기획운영)
두잉랩은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최고의 음식인식 솔루션인 FoodLens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잉랩은 2016 년말에 창업하여 역사가 길지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잉랩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8 년 NAVER 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외 K-Global HighTech-Startup, 한화 드림플러스 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산나눔재단 남산랩 Program, 경기창조센터 K-Champ lab Program,

교보생명 Innostage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기술력과 사업에 대해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신규투자 유치를 마무리하였으며, 회사의 사업영역을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하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안드로이드
개발

담당업무

자격요건

- 다이어트 카메라 앱

학력: 대졸이상

개발

경력: 경력 2 년↑

- FoodLens

[우대조건]

SDK 개발
- 신규 서비스 개발

모집인원

○명

- 경력 2 년 이상
- Kotlin 사용 가능자
-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
-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 품질 좋은 시스템과 코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분
-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및 습득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

iOS 개발

- 다이어트 카메라 앱
개발

학력: 대졸이상

○명

- FoodLens

경력: 경력 2 년↑

SDK 개발

[우대조건]

- 신규 서비스 개발

- 경력 2 년 이상
- Swift, RxSwift 사용 가능자
-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
-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 품질 좋은 시스템과 코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분
-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및 습득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

Web Front-end

- 백오피스 개발

학력: 대졸이상

개발

- 웹 어플리케이션

경력: 경력 2 년↑

개발

[우대조건]

○명

- 경력 2 년 이상
- 관련 프로젝트 경험자
- React 사용 가능자
-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 품질 좋은 시스템과 코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분
-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및 습득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

백앤드 서버
개발

- Java, Spring

학력: 대졸이상

기반의 RESTful API

경력: 경력 2 년↑

설계 및 개발

[우대조건]

- 서버 성능 및

- 경력 2 년 이상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 관련 프로젝트 경험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Java 사용 가능자

및 운영

- 객체지향설계 가능자

○명

- 서비스 및 시스템

-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의 기본

관련 장애 대응 및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문제 해결

- 품질 좋은 시스템과 코드를 만들기

- 다이어트 카메라

위해 항상 노력하는 분

Back-end Server 플랫폼

-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및 습득에

개발

거부감이 없으신 분

- Database 디자인

딥러닝 개발

- 음식인식 엔진

학력: 대졸이상

(FoodLens) 개발

경력: 경력 2 년↑

- 신규 딥러닝

[우대조건]

알고리즘 개발

- 석사 이상 혹은 경력 2 년 이상

○명

- 딥러닝 관련 프로젝트 경험자
- 컴퓨터관련 전공자

UI/UX Design

- 신규 앱의 UI/UX

학력: 대졸이상

선행 리서치, 신규

경력: 경력 2 년↑

서비스 기획 및 UX

[우대조건]

설계

- 경력 2 년 이상

- 서비스의 User Flow

- 관련 프로젝트 경험자

○명

정의 및 프로토타이핑
- 앱 UI 디자인

기획/운영

- 신규 헬스케어

학력: 석사 이상

서비스 기획 및 관리

[우대조건]

- 정부과제 기획

- 석사 이상

운영

- 서비스 기획 경험자
- 정부과제 기획 운영 경험자

※ 석, 박사 경력 인정

○명

근무조건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3 개월), 인턴(3 개월 , 정규직 전환가능)
근무지 : 서울 > 강남구 (패스트파이브 삼성 3 호점 14 층)
근무요일 : 주 5 일
근무시간 : 10 시 00 분 ~ 19 시 00 분, 탄력근무제 가능
급여 : 회사 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
기타 : 점심 식사 제공, 자유로운 휴가사용, 4 대보험, 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임직원 건강검진 제공, 임직원 외부 교육 제공

전형절차
서류전형 > 개발과제(개발직군에 한함) > 기술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
※ 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접수방법
2020.03.25(수) 까지
접수방법 : 잡코리아 접수, e-메일
이력서 : 자유이력서, 잡코리아이력서

제출서류
•이력서 & 경력기술서 (담당 업무의 단순 나열은 지양, 본인 수행 업무 및 기여도를
명확하게 표시)
•포트폴리오 (기술 포트폴리오, 기술 블로그, 프로젝트 저장소, 디자인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두잉랩 연혁
2016-10 주식회사 두잉랩 설립
2016-12 딥러닝 영상인식 기반 메모 인식 솔루션 개발 / (주) 망고슬레브 위탁개발
2017-03 온라인 도서 출판 서비스 개발 (주)북트랩스 위탁 개발
2017-0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CT 유망기술개발지원(R&D)사업 수행
2017-06 전자부품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2017-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11 다이어트 다이어리 AI 서비스 런칭
2017-12 당뇨카메라 AI 서비스 런칭
2018-05 에너지기술평가원 실증사업 선정 (인공지능 CCTV 개발)
2018-05 K-Global HighTech-Startup 선정
2018-06 벤처기업 인증
2018-06 한화 드림플러스 헬스케어 스타트업 선정
2018-08 네이버(주) 투자 유치
2019-02 NVIDIA INCEPTION Program 선정
2019-03 남산랩 Program 선정
2019-03 경기창조센터 K-Cham Program 선정
2019-07 교보생명 Innostage 선정

기타사항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개인 정보는 이번 채용 전형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바로 파기됩니다.
면접 결과는 전화 혹은 이메일로 개별 안내해드립니다.
합격 시 경력에 관계없이 모든 직군이 3 개월 Try-out 을 거치게 됩니다.

잡코리아 접수 링크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31151826?Oem_Code=C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