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계 신입|경력사원 모집
서류접수기간 : 2017.4.11(화) ~ 2017.4.19(수) 18:00
다우기술은 30년 넘게 국내 IT산업을 이끌어 온 벤처 1세대 기업입니다.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의 사명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고객의 변화와 혁신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우기술 본사 「다우디지털스퀘어」

다우키움그룹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의 탄탄한 IT중견기업
- 다우키움그룹은 1986년 다우기술 설립으로 시작하여 IT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다우기술, 키움증권, 사람인HR, 한국정보인증 등 업계를 선도하는 25여개의 국내외 계열사를 보유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과 기업문화
- 쾌적한 근무공간, 임직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요가교실, 높이조절 책상), 충분한 회의공간, 편안한 휴식공간,
저렴한 사내 카페, 세미나/행사 등을 위한 문화공간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 제공
- 일家양득 기업 선정(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GWP) 등

회사와 임직원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와 교육제도
- 자녀 교육비 지원, 주택자금 대출/부동산 중계 수수료 지원, 콘도/연수원 운영, 사내 도서관 운영, 복지
포인트 제공,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등
- 직무역량 교육(영업/기술/경영 등), 직급별 교육(임원/팀장/승진자/신입사원 등), 온라인/독서통신 교육,
사내 세미나, 전사 특강, 해외교육 등

[ 다우기술 채용 전제형 인턴 ]
『채용 전제형 인턴』이란, 단순하고 간단한 업무만 수행하는 일반적인 인턴 프로그램과는 달리
지원한 분야의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학습하면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6주의 인턴 기간 중에 종합적인 평가(인성, 역량, 기술력/인적성, 과제 수행 등)를 통해서
최종면접 대상자가 결정되고, 면접을 통과하면 “다우기술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채용 전제형 인턴』 은 지원한 분야에 대한 본인의 적성을 판단하고 관련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불어 인턴 근무 후 입사하는 신입사원은 회사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입사하기 때문에 업무 적응이 빠르고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나타냅니다.
다우기술에는 이미 많은 직원들이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다양한 부서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 관련 지식/기술/능력이 부족해도, 6주의 인턴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배울 자세가
되어있다면 누.구.나. 『채용 전제형 인턴』 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요?

모집부문 소개 (신입)
모집부문

소 개
 담당 업무 |

근무지

경영기획

 세부 업무

경영기획

- 전자공시 / IR
- 관리회계 / 손익분석 / 사업분석

다우디지털스퀘어
(용인 죽전 본사)

 전공 | 상경계열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등 / 복수전공자 포함)
 우대사항
- 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

모집부문

소 개
 담당 업무 |

근무지

법무

 세부 업무
- 국내외 계약서 검토 / 법률 자문

법무

- 지식재산권 관리 / 기타 Compliance 업무
 전공 | 법학 전공
 우대사항
- 영어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독해, 이메일 등)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별도 처우)

다우디지털스퀘어
(용인 죽전 본사)

모집부문

소 개

근무지

 담당 업무 | Web Application 개발, 금융 Application 개발

다우디지털스퀘어
(용인 죽전 본사)

S/W 연구개발, 기술지원 엔지니어

기술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전공 | 전산 관련

(서울 여의도)

기술 담당업무 소개
세부 업무

Web Application
개발

Web Application Service 개발

필요 역량

Application Monitoring 설계/개발

Java, JavaScript

Application 테스트 자동화 개발

PHP

서버 관리 유틸리티 개발

세부 업무

금융 Application
개발

빅데이터 분석용 spark 프로그램 개발

필요 역량

머신러닝 시스템 개발

scala, python, Java

시스템 및 통신 프로그램 개발

AngulaJS, C, C++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개발

S/W
연구개발

세부 업무
협업/메일보안/클라우드/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필요 역량
객체지향 분석/설계 이해
Linux 기반의 서버구축 경험
개발에 필요한 영어 독해 능력

세부 업무

기술지원

솔루션 고객지원 (문의, 결함, 장애 대응)

필요 역량

엔지니어

솔루션 기술지원 (OS, WAS, DB)

OS(Linux), DB

솔루션 운영 및 컨설팅

※ 담당 업무는 본인의 인적성, 기술력, 기타 역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인턴 기간 중에 결정됩니다.

모집부문

소 개
 담당 업무 |

근무지

웹/모바일 디자인

 세부 업무
- 웹/모바일 UI/UX 디자인

디자인

- 소프트웨어 브랜딩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 퍼블리싱 (HTML, CSS)
 전공 | 디자인 or 미술관련 전공
 우대사항
- 드로잉 및 퍼블리싱 능력

다우디지털스퀘어
(용인 죽전 본사)

입사지원 자격 요건 (신입)
대졸 이상 |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졸업 유예 포함)

채용 일정 (신입)

01

02

서류 전형

입사지원

03

실무 면접

04

인턴 근무

최종 면접

신입사원
입사

기술력진단
(기술부문만 해당)

기술

디자인 | 경영기획 | 법무
서류접수기간
2017.4.11(화) ~ 4.19(수) 오후 6시
- 온라인 입사지원 (recruit.daou.co.kr) -

서류전형 결과 | 기술력진단 대상자 발표
2017.4.21(금) 오후 5시

서류전형 결과 |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2017.5.2(화) 오후 5시

기술력진단

- 서류전형 이후 면접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

4월 마지막주 예정 / 서울 및 경기 소재 시험장
- 기술력 진단 이후 면접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

인턴 근무
2017.5.15(월) ~ 6.23(금) (6주) / 급여 월 146만원 (4대보험 적용)
- 우수인턴은 최종면접을 통해 신입사원 입사 -

지원 문의 및 회사 정보
이메일 문의 | recruit@daou.co.kr

전화 문의 | 070-8707-1100

홈페이지 | www.daou.com

다우키움그룹은 1986년 다우기술의 설립으로 시작하여 IT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