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고

㈜더비타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채용 안내
2019년 10월 20일 마감

● 채용배경
데이터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라이프케어 혁신을 도모하다.

Lead Your Life!

㈜더비타는 2018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이며, 의과대 교수진과 데이터전문가, 글로벌기업 마
케터, 스타트업 개발자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라이프케어(Lifecare)가 변화함에 따라, 라이프로그(Lifelog)의 편리한 수집
과 안전한 보관, 효율적 활용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곧 출시될 ㈜더비타의 모바일 앱 서비스(VITAMEANs)는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PUF칩 기술을 활용해 건강습관 만들기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VITAMEANs는 라이프로그의 편리한 측정, 안전한 보관,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과 사용자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분석/모델링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하신 분으로, 자신의 역량과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할
준비가 되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누구든 환영하며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합니다.

● 담당업무 및 우대사항
㈜더비타는 인공지능 기반 라이프스타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VITAMEANs> 서비스를 준비중입
니다.
2020년 본서비스 런칭을 목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우리는 이런 분을 원합니다 ]
. 데이터 분석 혹은 기계학습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의 학위 보유(예정)자
. 고객경험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적용 경험 보유
. 데이터 수집 및 아키텍쳐 관련 엔지니어(개발자)와의 협업 경험 보유
. C/C ++/Java 등 다양한 언어 중 1가지 이상 코딩 지식 및 경험 보유
. R/Python, SQL 등 이용해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이끌어낸 실무 경험 보유
. 분산데이터 및 컴퓨팅 툴 사용 경험 보유
(Map/Reduce, Hadoop, Hive, Spark, Gurobi, MySQL)
. 팀원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분
. 주체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끌어갈 수 있는 분

[ 이런 분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
. Tensorflow, PyTorch 활용 유경험자
. C/C ++/Java 등 다양한 언어 중 1가지 이상 코딩 지식 및 경험이 있으신 분
. Machine Learning 기반 시스템 구축 경험자
; 머신러닝 모델링 가능하신 분(논문구현 및 아이디어 모델 설계)
.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모델 개발 경험 또는 열정이 있으신 분
. UI / UX 전반에 대해 이해 및 관심이 많으신 분
. 스타트업 혹은 IT업계에서 서비스를 성장시켜 보신 분
.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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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일합니다 ]
. 더비타는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입니다. 구성원들은 업의 본질에 대해 고
민하고, 회사가 하는 일에 공감합니다.
팀내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 더비타의 구성원들은 효율과 생산성을 추구합니다.
더비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혁신도 주저하지 않는 개방성과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힘입니다.
일을 원하는 사람, 나아가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비타를 만들어 나갑니다.
. 더비타는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를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학습해 나갑니다.
배움의 여정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GRIT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성원 모두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고 계획합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
께 발전합니다.

● 지원방법 및 전형절차
[더비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 본 사이트(ex. 로켓펀치) 및 이메일 지원 [admin@thevita.io]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 이력서(필수) : 형식 자유 (단, 단순한 직장경력 나열 보다 프로젝트 내에서의 역할
중심 기술 우대)
. 포트폴리오(필수) : 분량 제한 없음
1) 오픈소스 코드(or github)와 같이 확인 가능한 결과물
2) 해당 서비스에 본인의 참여 정도와 역할 기술
; 서류 전형 -> 1차 실무 인터뷰 -> 임원 인터뷰 -> 최종 발표
. 모집 기간 : 10월 20일
. 지원서 작성시 유의 사항 ; *희망 연봉*을 기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