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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

Financial Service로 금융IT를 선도하는 기업
아이티에스코는 1998년 9월,
복잡한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을 위한 금융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 여년간 다양한 고객의 Financial operation 혁신을 리딩해 왔으며
지금은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Solution Provider로 성장하였습니다.

01. 회사소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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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 (조직도)

CEO

비전
Our Vision
기획관리부

컨설팅 사업부

기획관리팀

금융컨설팅팀

마케팅팀

시스템컨설팅팀

솔루션 사업부

사업분야
솔루션개발팀

Business
고객서비스팀

Career Path

금융공학 기술연구소

02. 비전 (Ou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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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hony로 세계 금융기술 표준화
금융공학 기반 금융 솔루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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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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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개발 자동화 플랫폼
원격 개발 환경 구축

Ou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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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검증된 자체 교육 프로그램

금융 이론/기술 습득 , 금융기관과 원활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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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금융상품 구조 연구,상품 Life Cycle 표준화 연구
금융 제도/규제 선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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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분야 (주요사업)
금융 Package 솔루션 제작

해외 파트너 솔루션 지원
• 미국 Algorithmic 지원 서비스
• 미국 Numerics 지원 서비스
• 스웨덴 ORC 지원 서비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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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술 컨설팅
•
•
•
•

금융상품 Pricing 컨설팅
금융 IT기술 컨설팅
국내외 금융 Regulation 컨설팅
금융전문가 육성 컨설팅

SYMPHONY G2 (Capital Market System)
FDK (금융공학 Pricing Engine)
SMART Quant (금융 Quant 지원 시스템)
Symphony FRTB (Basel III Market Risk)
Symphony TR (KRX)
Symphony IM (ISDA SIMM)

03. 사업분야 (주요고객)
투자은행 및 증권사
 증권 거래/결제 솔루션 - Jardine Fleming, Warburg Dillon, Nomura, Nikko, ING Baring, Deutsche Bank, Kokusai, Societe General
 주문/체결 관리 솔루션 - Dong Bang Peregrine, Goldman Sachs, ABN Amro, ING Baring, HSBC, Lehman Brothers
 미국 OASYS Global 연계 컨설팅 - Nomura, ABN Amro, CSFB, KB
 증권 브로커 솔루션 - Nomura, ABN Amro
 선물/옵션 브로커 솔루션 - Goldman Sachs , ABN Amro, BoA, UBS
 시장 데이터 Fedding 솔루션 - Merrill Lynch
 주문 자동화 솔루션 - ABN Amro, UBS
 금융상품 분석 및 관리 솔루션 (SYMPHONY G2) -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UBS증권, 다이와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금융상품 Pricing 솔루션 (SMART-Quant)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금융공학 엔진 (FDK Pricing Engine) - 미래에셋대우
 자동 주문 시스템 - ABN Amro, UBS, Leading
 고빈도 거래 (High Frequency Trading) 컨설팅 – 미래에셋대우

03. 사업분야 (주요고객)
상업은행
 유가증권 보관 관리 솔루션 - Citi Bank
 기업 Action 관리 솔루션 - Citi Bank
 금융상품 분석 및 관리 솔루션 (SYMPHONY G2) - 부산은행, IBK기업은행 (Middle Office)
 SYMPHONY SIMM (개시증거금 시스템) – 우리은행
 금융상품 Pricing 솔루션 (SMART-Quant) - SC 제일은행

보험 등 기타
 증권 거래/결제 솔루션 - 국민투자신탁, 현대투자신탁
 자산부채관리 컨설팅 – 현대해상화재보험
 Order Router 컨설팅 – ORC
 금융상품 분석 및 관리 솔루션 (SYMPHONY G2) - 에프앤자산평가, Korea Gold Trading Center
 금융상품 Pricing 솔루션 (SMART-Quant) - 대신자산운용, 마이다스자산운용, 현대라이프생명, KB생명, 한투운용신탁
 금융공학 엔진 (FDK Pricing Engine) - 흥국화재, 흥국생명

04. 경력개발지원 (Career Path)
전공에 관계 없이 자체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

수학, 통계전공자

금융 상품 교육

• 금융 Quant
• 금융 컨설턴트

금융공학, 산업공학
전공자

금융 수리 교육

컴퓨터, 전산 전공자

IT 시스템 교육

경제, 경영 전공자

프로그래밍 교육

• RISK 관리자
• 투자 자문역
• 금융전문 전문가
• 시스템 분석/설계 전문가

기타 비전공자

실무능력 배양

• 금융 IT 전문가

THANK YOU
www.symphonyg2.com

Contact@it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