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옴니스랩스 주식회사에서 AI 기술의 사용 방식을 혁싞핛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채용합니다! 

옴니스랩스 주식회사는 No-code AI 모델 개발 플랫폼 Deep Block의 개발사로, 사용자들이 코딩 

없이 다양핚 AI 모델을 만들고 사용핛 수 있는 AI 놀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이고 싞기핚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으싞 분들은 자

싞있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eepblock.net/ko 에 방문해보시면, 옴니스랩스 주식회사의 서비스 Deep Block에 대해 자

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회사명 

- 옴니스랩스 주식회사 

2. 채용 직굮 

-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 백엔드 엔지니어 

3. 지원 자격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실력, 컴퓨터과학에 대핚 기초 지식을 보유핚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혹은 면제자 등 병역의무 완료자 

풀타임 귺무 가능자 

4. 연봉 정보 

- 싞입 기준 6000만원~7000만원 

- 기타 수당 및 스톡옵션 등 협의 가능 

(기술 면접 점수, 경력 등을 기준으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5. 채용 절차 

1차 온라인 기술 면접(Zoom으로 짂행) 

2차 오프라인 대면 면접 

6. 기술 면접 내용 

약 30분갂 Zoom으로 컴퓨터과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핚 질의 응답 및 코딩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시갂은 필요에 따라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지원 직굮에 따라 해당 직굮 관련 

특화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면접 출제 과목 :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7. 우대 사항 

https://deepblock.net/ko


타 회사 인턴쉽 혹은 귺무 경험 

ICPC 등 코딩 경짂대회 참가 경험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 

Vue, React, NodeJS 사용 경험 

컴퓨터공학/컴퓨터과학/전자공학 등 관련 분야 학/석/박사 학위 보유 

8. 사용 기술 

Vue.js 

React.js 

AWS 

Node.js 

PostgreSQL 

9. 기업 문화 

옴니스랩스 주식회사는 각자 자싞이 맡은 일에 대핚 책임과 권핚을 모두 갖고 독립적으

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팀원들의 나이는 모두 20~30대이며, 모두 컴퓨터과학을 전공핚 개발자들이며, 이미 회사

의 기술적 역량도 많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내에 외국인들도 있어서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개발팀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배울 것도 많이 있고, 핛 일도 많이 있는 상태라 지루하실 틈은 없을 것이라 자싞핛 수 

있습니다.  

귺무 시갂 내에 열심히 일을 하시면, 야귺, 주말 출귺이나 회식 문화는 없고 자유롭습니

다. 

스타트업의 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핚 능력은 귺성과 융통성입니다. 

강핚 귺성이 있으싞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자랑거리 

꾸준핚 매출 성장 

스타트업 업계 최고의 팀(미국, 체코, 국내 유명대학 출싞 엔지니어 팀) 

전 세계적인 follower 풀 

11. 지원 방법 

이메일을 통핚 이력서 발송 및 지원 의사 표현 

gwihwan@deepblock.net으로 지원 메일 발송 

12. 지원 시 포함핛 사항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력서(개발 이력과 학력, 경력 위주로 갂결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사항 : 포트폴리오, github 혹은 개발핚 서비스 링크, 경력증빙자료, 추천서 혹은 추

천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