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디에이아이오에서 
당신의 꿈과 열정을 키워 보세요

국내 NAND Flash Memory Software & Hardware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NAND Flash기반 Storage Solution을 개발·양산
하고 있는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입니다.

모/집/요/강

전 세계인이 Smartphone을 Smart하게 사용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NAND Flash 시장의 선도주자 the-aio에서 
엔지니어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ASIC/SoC에서 System개발까지 Storage Solution에 관한 
Total Solution과 고유 사업영업을 구축·보유하고 있으며, Smartphone 및 Tablet PC 등의 
모바일 향 Storage Solution개발을 통해 15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국내·외 대기업과 세트
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 점심·저녁 식사 제공 

● 벤처기업협회 인증 연봉 우수 기업 선정 

● 직급·능력에 따른 스톡옵션·우리사주 제공 가능 

● 회사 순이익의 30%를 직원 incentive로 지급 예정

● 향후 해외 지사(법인) 설립 시 해외 주재원 파견 가능

The AIO Benefit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채용인원) 필수요건 지원자격

S/W
Engineer
(○○명)

펌웨어 개발
■ C언어 능통자
■ 컴퓨터 공학의 기본 지식을 보유한 자
■ 수학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한자
■ 리눅스 기본 사용법에 능한 분

신입 
- 4년제 대학·대학원 졸업 및 졸업예정자

전문연구요원 
- 이공계열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 보충역→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력서에 현역/전직자/보충역 반드시 
기재 요망

파일시스템 및
드라이버 개발

내장형 
스토리지 QA

H/W
Engineer
(○○명)

Analog 개발
■ 전자공학과 전공자
■ Analog circuit simulation 수행 가능
■ 수학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한 자

ECC Algorithm
■ 통신 및 ECC 전공자
■ LDPC Algorithm 경험자
■ C / Matlab / 등 언어 능통자

ASIC Design
&

Verification

■ 전자공학과 전공자
■ RTL 코딩 및 Timing 분석 가능자
■ Simulation Environment
■ 수학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한 자

전형절차

근무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지원방법
1. 이메일 접수  recruit@the-aio.com
2. 온라인 접수  사람인(http://www.saramin.co.kr),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

기타사항 및 문의처
1.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  recruit@the-aio.com 또는  031-716-0170으로 문의 바랍니다.

모집요강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면접일정 개별통보

17F Kins Tower, 25-1, Jeongja-dong, Bundang-gu, Seongnam-si , Gyeonggi-do, 463-844, Korea
T. +82-31-716-0170   F. +82-31-716-0580  Contact : recruit@the-aio.com   http://www.the-ai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