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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FOR Research Korea 2019 상반기 사내 설명회 및 인턴/신입 모집 공고
HAAFOR Research Korea 는 금융시장 예측과 관련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예측 모델(Prediction Model)을
연구/개발하는 R&D 회사입니다. 유능하고 진취적인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모집 분야

세부 직무/ 업무 내용

DMC

•

금융 시장 예측과 관련한 데이터 연구

•

금융 자산의 가격 정보, 재무상태표, 애널리스트 리포트, 뉴스와 소셜 미디어 등을 분석해 투자에 직접

(Data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

비정형 Alternative Data 를 연구/가공하여 직접 Data 로 자체 생산

•

전세계의 Data Vendor 들과의 소통

PMC

•

금융 시장에 대한 예측 모델 연구/개발

(Prediction

•

금융 시장에 대한 시스템 트레이딩 모델 혹은 정량적(quant) 모델 개발

Model

•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통계적 차익거래 모델 리서치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과학

Scientist)

업무(자연어처리, 머신 러닝 등)

Researcher)
•

Prediction Model 의 일별 갱신을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dev-ops)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Quant

•

업무 자동화 스크립트 및 도구 개발

Developer

•

리서치용 공용 라이브러리 개발

•

서버 모니터링 및 트러블슈팅

•

아마존 웹서비스 설계 및 운영

Software Engineer, NLP Expert, Low-Latency System Developer, High-Frequency System Developer 모집 중
2. 지원 대상
4 년제 대학 (이상 학력의) 재학생/ 졸업 예정자/ 기졸업자
3. 접수 기간
상시 모집
4. 인턴십 상세 내용
- 인턴십 기간: 6 개월 근무, 주 5 일(유연근로제)
- 인턴십 급여: 월 250 만 원(세전)
* 우수 인턴십 수료자는 Junior Researcher 로 채용
5. 전형 절차
서류 심사 후,
이메일 테스트

⇒ 필기 전형, 기술 면접 ⇒ 임원 면접

* 이전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 안내를 개별 통지합니다.

6.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talent@haafor.com
*제출 서류: 국(영)문 이력서, 포트폴리오(선택사항)
*이력서 및 제출서류 파일명: HAAFOR_2019_Name
7. 캠퍼스 설명회 및 사내 설명회 일정
- 캠퍼스 설명회: 상반기 중 진행 예정
- 사내 설명회: 5 월 2 일 (목)/ 5 월 17 일 (금)
* 구체적인 일정 및 변동사항은 페이스북 및 링크드인을 통해 공지될 예정
* 사내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의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talent@haafor.com /+82 (0)2 6415 5700, 5703
근무 장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길 산학재단빌딩 11 층
* Homepage: www.haafor.com
* Facebook: www.haafor.com/haaforresearch
* LinkedIn: www.linkedin.com/company/haafor
* Rocket Punch: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haaforresearch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