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ARE HIRING
2018년도 채용(신입 ·경력)

WHO WE ARE

주식회사 더볼터는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자 블록체인 메인 개발사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지향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기술 연구 및 서비스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볼터는 보안, 생체인증, 네트워크,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다수의 특허 및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WHAT WE DO

최근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주력하며, 현재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런칭 준비와 함께 회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WE WANT
SOMEONE LIKE..

더볼터에서 모든 구성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업무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율속에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꼼꼼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분을 선호합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는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개발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해요

강제 정시퇴근!
야근하면 눈치주는 회사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9-5시 또는10-6시

술 먹는 회식이 없어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자!
우리는 일벌레를 싫어해요

전 직원이 비흡연자!
그래서 흡연자는 다소 외로울 수 있어요

휴가는 휴가답게~
1년에 두 번, 최소 5일 이상
더볼터의 전 직원은 휴가를 떠나요

해외 근무 기회
더볼터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해외 근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근무환경을 지원해드려요.

초기 정착비

항공료

현지 숙소

통근 차량

통역

(고급아파트)

마음 편히 지원하세요.
스스로 충실한 날을 보냈다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때가 맞지 않아, 다른 사람이 몰라줘서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을 뿐입니다.
설령 일이 잘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남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다면, 지원해보세요.
by 더볼터 연구전담부서 소장

모집부문

인원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자격/ 우대사항
지원자격
- 대졸 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 3.3 이상
- 토익 650 이상

8명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전공 이수

지원자격
- 컴퓨터 관련 전공 석·박사 수료

블록체인
개발 및 연구

공통사항

2명
우대사항
- 토익 RC 400 이상 (또는 그에 준함)

- 성별·나이·국적·경력 무관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 근무(장기) 가능자
- 외국인 지원 가능(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
- 학부생은 개발팀에, 석사 이상은 연구소에 근무 예정

근무환경

주 5일, 4대 보험, 연차, 병가, 점심 제공

연봉

4,000 ~ 6,000만원 (성과급, 퇴직금 별도)
수습기간내 급여 100% 지급

지원방법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이력서(자사 양식),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선택)

모집기간

채용 시 마감

입사예정일

9월 이후

근무지

인천 미추홀(구 남구), 해외 지사

채용 절차

서류검토

지원 및 문의

recruit@thevaulters.com

인터뷰

최종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