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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셈버앤컴퍼니 채용 공고 
 

 

 

디셈버앤컴퍼니는 최첨단 기술과 과학을 통해 금융 투자의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젊고 패기 넘치는 

회사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금융투자를 자동화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 산업을 의미하며, 

디셈버앤컴퍼니는 현재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 중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고유의 자산배분 엔진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금융투자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기술적 재능과 역량을 금융에 적용시키는 기술 회사 이자 투자자문사 입니다. 

2. 본질적인 것부터 복잡한 금융 공학까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으로 재해석합니다. 

3.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통일된 과학적 언어로 표현하고 정리합니다. 

4. 과학과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합니다. 
 

회사 개요  

1. 설립일 : 2013년 8월 19일 

2. 직원수 : 20 여명 

3. 근무환경 : 대기업 이상의 복지 수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엔씨타워I 15층 
 

회사 철학  

1. 많은 고민과 생각, 방법론을 중시하며 이것을 잘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2. 경쟁보다는 구성원간 협업 과정에 신뢰와 존중, 배려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Open Position 

1. 서비스 개발 

2. 플랫폼 개발 
 

지원절차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최종면접 

2.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3. 제출처 : recruit@dco.com 

4. 제출기한 :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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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 논리적인 사고 능력 

- 창의성, 적극성, 배려하는 자세 

- 세상에 없는 것을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의 열정적인 사람 

- 팀워크를 중시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 

 

< 서비스 개발 Open Position > 

- 주요업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개발 

 웹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거래 모니터링 / 고객 관리 / 데이터 관리 시스템 

- 우대조건 

 Python 프로그래밍 스킬, HTML / CSS / JS 프로그래밍 스킬 

 반응형 웹 및 하이브리드 앱 개발 경험 

 풀스택 개발 경험 및 지향 

 

< 플랫폼 개발 Open Position > 

- 주요업무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개발 

 투자 운용 플랫폼 기획 / 설계 / 구현 

 시스템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 인공지능 리서치 

 투자 자동화 / 최적화, 예측 시스템 등 

- 우대조건 

 C/C++, Python 프로그래밍 스킬, Linux 시스템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경력 

 알고리즘 (올림피아드, ACM/ICPC, 기타 대회) 경력 

 머신러닝 전공자/경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