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하는

온라인 잡 페어(Job Fair)

참여 기업 정보

참여 기업 정보(가나다 순)

모집부문 지원 학력

Web 및 Backend 개발자

  - Front-end(Teams 및 Office 확장)
  - 자사 솔루션(NETS*O365 Manager)

Microsoft 365 Engineer
  - Microsoft 365 서비스 전문가

  - Microsoft 보안 전문가

초대졸 이상

넷츠

www.nets.co.kr

데이터솔루션은 Digital Transformation Journey를 함께 하는 Cloud와 Data 기반의

Digital Innovation Provider 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Data와 Application Lifecycle 전 과정에 최적화된 토털 서비스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Cloud, IT Modernization, Analytics, Intelligence Service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insight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Data Scientist 대졸 이상

데이타솔루션

www.datasolution.kr

넷츠는 기업의 비즈니스 성공파트너로서 Microsoft 365, Azure 계정관리 및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1998년에 설립되어 검증된 기술력으로 다양한 고객사에 Microsoft 365 서비스를

기업 환경에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Microsoft Gold Partner 이자 ISV로써 그 전문성을 인정 받은 기업입니다.

DEX컨설팅은 글로벌 컨설팅펌과 S그룹 등에서 축적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 성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디지털 전략 수립, 실행 및 시스템 구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Digital Transformation 전문회사입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Power Platform 개발 대졸 이상 (4학년 2학기 전 방학 재학 중인자까지 가능)

덱스컨설팅

www.dexconsulting.net



2004년 설립 이래로, Microsoft / Adobe / AhnLab / Unity / Poly / PTC
Tableau / Quest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들에 대한 유통 비즈니스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추어 고객의 업무 환경 개선과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4차산업혁명’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생태계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Microsoft Cloud MW (O365 / M365) 엔지니어

기술영업 (pre-sales)
Microsoft 제품 파트너 영업

대졸 이상 (2,3년)

디모아

www.dimoa.co.kr

디자이노블은 AI 및 비즈니스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이미지 오브젝트 분석·텍스트

의미 분석 등을 통해 사용자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디자인 이미지를 자동 생성, 검색,

분석 하는 AI 기술을 개발하여 패션·유통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프론트엔드 / 백엔드 / AI,ML 엔지니어 학력무관 (코딩 테스트 및 면접 있음)

디자이노블

www.designovel.com

로레알코리아는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과학적 혁신에 기반한 16개 브랜드

- 랑콤, 키엘, 비오템,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입생로랑 뷰티, 어반디케이, 로레알파리,

메이블린 뉴욕,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케라스타즈, 라로슈포제, 스킨수티컬즈,

아틀리에 코롱, 헬레나 루빈스타인 - 의 제품을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로레알코리아는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인사이트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1,5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2002~), 시티즌데이(2010~)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마케팅 / E commerce /  재무 /  홍보 / R&I / CRM 등 대졸 이상

로레알

www.loreal.com/ko-kr/korea

루센트 블록은 대전에 위치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으로 국내 유수의 금융사들과

파트너 쉽을 맺고 비즈니스를 진행 중입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UI/UX디자이너 

엔지니어(QA, Frontend, Backend) 

프로덕트 매니저

학사 이상

루센트블록

www.lucentblock.com



메가존클라우드는 2009년부터 클라우드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키며

‘클라우드 이노베이터(Cloud Innovator)’로서 고객님들의 클라우드 전환의 과정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www.megazone.com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는 4차 산업과 언택트(Untact) 시대 기업에 필요한

클라우드 Big Data&AI 기반 업무 자동화, 데이터분석, 업무 관리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클라우드 라이선스 컨설팅, 적용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교육센터 메이븐 다이나믹 러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데이터시각화 / RPA 엔지니어 / 업무 컨설턴트

ML 개발자 / Azure 운영 관리
대졸 이상

모집부문 지원 학력

영업 / 솔루션 아키텍트 대졸 이상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www.mavencloudservice.com

meet me (밑미)는‘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진짜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백앤드 개발자
학력무관

밑미

www.nicetomeetme.kr

메타넷티플랫폼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A to Z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진정한 의미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국내 유일의

End-to-End Hybrid CLOUD Integrator입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클라우드 아키텍트 

클라우트 엔지니어 

경영기획 / Cloud 활동 지원

초대졸 이상

메타넷티플랫폼

www.metanettplatform.com



벡터시스는 SK텔레콤 True Innovation 졸업기업으로서 DigiPen 공대 겸임교수

출신의 창업자와 함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실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플랫폼과 인공지능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기반의 영상감시시스템과 건물제어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벡터시스

www.vectorsis.com

모집부문 지원 학력

 사업기획자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학사 이상

브레인소프트는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음성 관련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존 단시간 푸리에 변환 대비 500배

이상의 고해상도 주파수 추출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 제거,

음원 분리, AI 스피커 wake-up, 음성인식, 화자인식 솔루션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소프트

www.brainsoft.ai

모집부문 지원 학력

S/W 및 딥러닝 연구 개발자 학부 이상 (석사, 박사 우대)

블루닷은 AI를 활용한 영상처리 기술과, 전용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통해 더욱 빠르게

가속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82%를 차지하는 영상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합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영상처리 분야 딥러닝 알고리즘 엔지니어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압축 알고리즘개발

디지털 회로 설계 (FPGA)

학사 이상

블루닷

www.blue-dot.io

블루비커는 국내 최초 3D 메디컬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국내외 380여 대학교 연구실, 의료기기 회사, 제약회사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력을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체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3D 클라이언트 개발자

프런트엔드 & 백엔드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

학력 무관

블루비커

www.bluebeaker.co



슈퍼키친은 다양한 신선-HMR(반찬), 레디밀 제품을 직접 개발, 생산,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제조-채널-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보유함으로서, ‘Critical Mass’달성이 가능한 유일한 플레이어입니다.

(주)슈퍼메이커즈 

www.superkitchen.co.kr

모집부문 지원 학력

Java Backend & Frontend  개발자 특성화고, 전산관련 학사 

씨앤토트는 다년간 기업용 소프트웨어/솔루션/시스템 유통 및 유지보수, IT컨설팅,

아웃소싱에 이르기까지 IT기반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체계를 구현해 왔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 파트너(Cloud Solution Partner)로써, 고객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 성능 관리,

전달 등을 담당하여 고객이 비즈니스 그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씨앤토트가 함께 할 것 입니다.

씨앤토트

www.cnthoth.com

모집부문 지원 학력

Azure Cloud System Engineer 학력 무관

에너자이는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를 지닌 Edge Device에서도 고성능 및

저전력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Edge AI 기술을 바탕으로 MCU 탑재용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자동 경량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전략기획 & 사업개발 매니저

머신러닝 엔지니어

S/W 엔지니어 

S/W 엔지니어 

학사 이상

에너자이

www.enerzai.com

ISTN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SAP 제품 및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스톱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니다.

고객들에게 컨설팅, 라이선스와 솔루션 공급, 구현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클라우드 개발자 Back-end
클라우드 개발자 Front-end

학사 이상

아이에스티엔

www.istn.co.kr



LG CNS는 국내 대형 IT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전문 노하우로 국내외 고객에게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토털 아웃소싱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등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Azure 데이터 아키텍트 / MW TA 3년이상의 경력자

엘지씨엔에스

www.lgcns.co.kr

인공지능 기반 로봇 키친(Robotic Kitchen) 솔루션을 개발 스타트업

모집부문 지원 학력

프론트 엔드 / 백엔드

ML 엔지니아(Frontend/Backend/ML)

메카니컬 엔지니어 / 디자이너

학사 이상

에니아이

에스피테크놀러지(주)는 WIPI, Mobile Web Platform, Enterprise Mobility Platform,
Cloud Platform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함으로써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Smart하고 유연성 있는 Service를 제공하는

모바일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클라우드 엔지니어 (클라우드 운영, 컨설팅, 구축) 대졸 이상

에스피테크놀러지

www.sptek.co.kr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혁신하는 플랫폼, 콘텐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엘리스는 소셜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Docker 기반 실습 환경, AI 학습 도우미 등 최신,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개발자 (프론트엔드/백엔드/모바일)

SW 교육자, 프로덕트(기획자/디자이너/테크니컬 라이터)

교육 사업개발자

교육 운영자

마케터

재무&인사 기획자

대졸이상

엘리스

www.elice.io/home



제니스앤컴퍼니(주)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및 기술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전문 파트너로써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향합니다.

Microsoft, Adobe, 보안소프트웨어 등 벤더사와의 협력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효율적인 IT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기본 진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데이터 아키텍트

정보 보안 

솔루션 개발자

초대졸 이상

제니스앤컴퍼니

www.zenithn.com

제제듀는 AI 기술을 통해 수학 학습 전 과정을 개인화하여

누구나 고수준의 수학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스타트 업입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iOS 개발자  

백엔드 개발 및 클라우드 인프라 담당자 

AI 응용 연구개발 

AI 데이터 라벨링 및 관리 담당자 

인턴 영입 (겨울방학 인턴 / 겨울방학 + 1학기 인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부 졸업(예정)자 이상

제제듀

https://zezedu.com

㈜웅진은 IT분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 시에는

고객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고객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고객 비즈니스 중심의 유기적인 체계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Azure Solution Architecture 대졸 이상

웅진

www.woongjin.co.kr

이해라이프스타일은 더 나은 공간을 위해 모인 전문회사입니다.

디자이너, 개발자, 엔지니어, 생산 업체들이 모여 특별한 공간을 만듭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프론트엔드 / 백엔드 엔지니어
대졸 및 IT 취업준비생

(고졸 및 비전공자는 교육이수 시 가능)

이해라이프스타일

www.2hae.net/main#section0



TDG는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우수한 엔지니어가 맞춤형 솔루션을 디자인하여,

성공적인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는 클라우드 전문 기업입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Azure 엔지니어

SQL 엔지니어

Exchange 엔지니어

학력 무관

티디지

www.tdgl.co.kr

포티투마루는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의미적으로 이해하고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단 하나의 정답’만을 도출해내는 딥 시맨틱 TA/QA 플랫폼을 개발,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입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인공지능 기반 S/W 엔지니어 / 데이터 & 프로덕트 매니저 학력 무관

포티투마루

www.42maru.ai/kr

FreeD Group은 HongKong에 Base를 두고 한국, 홍콩, 중국, 싱가폴을 중심으로

빠른 Global 성장을 하고 있는 AI Digital and Smart Merchandising Solution
회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500스타트업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는 스마트

오더를 중심으로 하는 <O2O Solution> 프로젝트와 이에 기반한 신규 프로젝트,

여행 정보 및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Travel Solution : TravelFlan>,

그리고 프로젝트, 항공, 액티비티 및 호텔 등의 여행 관련 티켓 및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ARA>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Python 백엔드 엔지니어 

자바 엔지니어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 

QA 엔지니어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가능)

프리디그룹엘티디

www.freed.group

클루커스는 모든 기업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과 성공을 위해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전진단서비스부터 전략 컨설팅, 구축,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교육까지 귀사의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위한

Full Cloud Service 파트너 입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클라우드 컨설턴트 / 클라우드 운영 / 데이터 엔지니어 학력 무관

클루커스

www.cloocus.com



필라넷은 고객의 IT 자산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컨설팅, 솔루션/하드웨어 공급,

시스템 구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전문 기업입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시스템엔지니어/DBA/웹,모바일 개발

클라우드 전문 엔지니어(Azure / M365)
학사 이상

필라넷

www.feelanet.com

현대오토에버는 In-Car와 Out-Car 영역 전반의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안정적, 효율적,

혁신적으로 지원하는‘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로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연하게 연결하며, 클라우드와

데이터 서비스 기반으로 다가올 모빌리티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지원 학력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 자동차 SW 플랫폼/앱 개발

- 자동차 사이버 보안 및 품질 확보

스마트X 개발

- 시티,팩토리,물류 등 사업 기획

- 신기술 적용 및 시스템 개발/엔지니어링

고객관리시스템/디지털채널 등 개발

-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개발

-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획 등

학사

석사(경력 2년 인정)

박사(경력 협의)

현대오토에버

www.hyundai-autoever.com

컴퓨터 통합 자문/구축/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무역 등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모집부문 지원 학력

영업, Azure 엔지니어 학사 이상

한국마이크로소프트

www.microsoft.com/k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