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gate Holdings, Inc.
5F Solidspace Bldg, 220 Pangyoyeok-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463-400, Korea

스마일게이트 2017 하계 인턴 모집
스마일게이트는 전세계 동시 접속자 수 600만 명 이상을 자랑하는 FPS게임 ‘크로스파이어’를 개발한 글로벌 게
임회사로, 축적된 게임 개발 역량과 서비스로 FPS, MMORPG, 대전액션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게임을
개발합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매년 2배 이상의 높은 매출 신장률을 이루어 냈으며, 게임 개발에서 시작한 사업 영역을 핵심연
계 사업인 퍼블리싱 및 투자로까지 확장하면서 미국,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 거점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인턴십은 실무뿐 아니라,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8주간의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지원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집직무]
Smilegate Holdings
직무
관리회계
(RA)

직무소개

필요역량

관리회계 결산작업을 비롯하여

①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사업계획/예산관리/성과관리

② 논리적/분석적인 마인드

등의 경영관리 전반적인

③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게임에 대한 이해 및 플레이 경험

그룹 네트워크/보안 Service 의
IT 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치 및

장애관리

대응리포트, 변경관리를
수행합니다.

우대사항
① 경영학과 전공자
② 문서작성 능력자
③ 영어 가능자

① Network 에 대한 이해
② 상황판단 및 조율 능력
③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① 논리적 글쓰기 능력

인사관리

채용, 교육, 운영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원만한 대인관계 및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③ 컴퓨터 활용능력 능숙자 (MS Office)
④ 열정과 책임감, 꼼꼼함이 돋보이는 자

창업지원

스타트업의 발굴, 성장,

①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① 창업 관련

글로벌진출 일련의 과정에

② 사업기획 및 마케팅 능력

커리큘럼 이수

대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

③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② 창업 관련 활동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스마일게이트 사회공헌
온라인(소셜) 미디어 운영지원
사회공헌

및 CSR, CSV 관련 사회공헌
업무, 그리고 대학생 대상 게임
및 컨텐츠 창작프로그램(SGM)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력
① 게임 및 컨텐츠 산업 및 개발과정에

① 게임 및 컨텐츠

대한 이해

개발 경험

②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

② 온라인(소셜)

③ 온라인(소셜) 컨텐츠 제작 능력

컨텐츠 제작 및 운영

④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경험

Smilegate RPG
직무

직무소개
개발 중인 MMORPG 게임에 대
한 기획자 테스트 보조 업무와

게임기획
및 테스트

기획서 문서 작성에 필요한 자
료 조사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
다.

필요역량

우대사항

①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해와 많은 경험
② 주어진 업무를 끈기 있게 완수하려는
성실성과 책임감
③ 기본적인 이해능력 및 사고력
① 기본적인 이해능력 및 사고력
② 수치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특이 포

게임 개발
및 테스트

개발 중인 MMORPG 게임의 성

인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능 확인을 위한 서버와 클라이

③ 실험의 범위를 제한하고 비교/대조군

언트 성능 테스트 업무를 수행

을 통해서 특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

합니다.

력
④ 온라인 게임의 네트워킹/서버-클라이
언트 역할에 대한 이해

Smilegate Entertainment
직무

게임기획

직무소개

필요역량

기획적인 아이디어를 목적에

① 게임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

맞도록 문서로 구체화하고, 유

②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및 문서화 &

관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 진행

시각화 역량

을 위한 소통 및 개발관리 업

③ 논리적인 사고와 원활한

무를 수행합니다.

Communication 능력
① 다양한 게임 경험 필수

개발관리

외부 개발사 커뮤니케이션, 타

(샌드박스 게임 경험 有 선호)

게임 분석 및 시장 조사, 게임

② 데이터 분석력 및 설득력

성 분석/개선 사항 정리 및 전

③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반적인 내, 외부 프로젝트 개발

④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능력

/일정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⑤ 아이디어 발상 및 문서화 역량
⑥ 보고서, 전략문서 등 정리 능력

우대사항

서버
프로그래밍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 기

① C++에 대한 기본 지식 필수

능 설계, 구현 및 운용 업무를

②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관심

수행합니다.

(C#, ASP.NET, SQL, Erlang 중 1개 이상)

게임 내 재화의 흐름, 플레이
로그 등을 통해 플레이어들의
데이터 분석

경향성을 발견하고, 게임 플레
이 경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전산 혹은 통계 전공자
②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기계 학습 기반
지식 or R, SPSS 등을 이용한 통계 분석
경험
③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④ 아이디어 발상 및 문서화 역량
① 중국어 가능자 (번역, 회화, 통역)
② 온라인/콘솔/모바일 게임에 대한 높은

해외사업
(중화권)

중국 게임시장을 조사/분석하

이해도

고, 중화권 해외 파트너사 업무

③ 체계적인 문서 작성 및 MS Office 프

를 지원합니다.

로그램 사용능력
④ 원만한 대인관계 및 Communication
능력
① 영어 가능자 (번역, 회화, 통역)
② 온라인/콘솔/모바일 게임에 대한 높은

해외사업
(영어권)

해외 게임시장을 조사/분석하

이해도

고, 영어권 해외 파트너사 업무

③ 체계적인 문서 작성 및 MS Office 프

를 지원합니다.

로그램 사용능력
④ 원만한 대인관계 및 Communication
능력

Smilegate Megaport
직무

모바일
사업PM

직무소개
게임 매출 및 트래픽 관리, 데

① 모바일 게임에 대한 다양한 게임플레

이터분석 및 비즈니스모델 설

이 경험

계, 게임사업 관련 내/외부 커

② 논리적 사고 및 원활한

뮤니케이션, 시장조사, 유저성향

Communication 능력

/게임성 분석 등 전반적인 모바

③ 체계적인 문서 작성 능력

일 사업 PM업무를 지원합니다.

④ 데이터 분석력

게임업계의 영상서비스 현황을
게임영상
기획/제작

필요역량

지표화 및 분석하고, 게임 장르
별 영상 컨텐츠 기획/제작 업무
를 수행합니다.

① 미디어 트렌드 분석력
② 기본적인 영상 디자인 감각
③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우대사항

웹/서버
플랫폼개발

PC방 빌링 플랫폼 서비스/웹

① Network & System Programming

개발 및 게임서비스에 필요한

② Multi-Core & Multi-thread

플랫폼 제공(PC방 빌링, 개인

Programming

빌링, 운영툴 등) 업무를 수행합

③ JAVA Spring Framework

니다.

④ RDBMS, Redis, Memcached

Smilegate Stove
직무

직무소개
플랫폼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모션에

플랫폼
운영사업

대한 기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반 모니터링,
시장 리서치/분석 업무를 수행
합니다.

플랫폼개발

필요역량

우대사항

① 다양한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활용
및 운영 경험
② 10대들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
③ 내부서비스 모니터링, 시장 리서치를
위한 꼼꼼한 업무 자세
④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⑤ 논리적 글쓰기 능력

게임 플랫폼 관련 windows

① Online 게임 플랫폼에 대한 이해 및

application(런처, 다운로드&패

사용 경험

치, 메신저) 관련 개발 업무를

②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

담당합니다.

식

C++, C#, Qt
framework 개발 경험
자

STOVE 플랫폼에 필요한 기술

기술서비스

보유 업체 발굴 및 소싱하고,

①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로 사람들과 원

최신 IT기술동향을 조사하여 사

활한 Communication 가능

내에 전파합니다. 또한 기술조

② IT관련 기본지식

또는 중국어) 능력 보

직의 개발자 문화 조성 및 육성

③ PC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경험 보유

유자

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게임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프
로젝트와 개발PM업무를 수행하
프로젝트 PM

고, 게임과 플랫폼 연동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업
무 표준화 및 관리를 위한 활동
을 수행합니다.
게임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프
로젝트와 서비스 유지보수에 있
어 품질 관리를 주도 진행하며

QA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에 품
질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검수
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 합니
다.

① 게임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해
② 원만한 대인관계 및 Communication
능력
③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① 계획된 테스트에 대한 이행 능력
② 명세서 기반으로 TestCase를 작성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
③ 결함 등록 및 추적
④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한 설정(확보)하
는 능력

① IT관련 전공
② 제2 외국어(영어

STOVE 플랫폼의 게임 소셜 서
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기획 업무를 수
플랫폼
서비스기획

행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멤버

① 게임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이용
경험
② 소셜 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인
사이트
③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문서화할 수

십 구조를 설계하며 제작 부서

있는 능력

와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지원

④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 개선 방향

합니다.

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⑤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STOVE 플랫폼의 서비스 추가/
개편 시 BI 추가 지표를 협의하
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
데이터분석

다. 또한 본인의 역량과 의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TOPIC 분석 (비정형 데이터분

① 게임과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경험

① 긍정적 마인드, 뜨

②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거운 열정 보유자

③ Office 활용 능력

② R/SQL 등의 활용

④ 통계 또는 전산관련 전공

능력 보유자

석)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

UX

추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의

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

경험과 흐름을 정의하고, 최적

및 이해

화 된 사용성으로 유저가 편리

② UX/UI에 대한 경험 및 이해

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③ PC, Mobile 개발환경에 대한 이해

록 UX/UI를 수립하고 개선합니

④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다.
① 2D 그래픽툴 테크닉(포토샵, 일러스트
레이터)

UI디자인

STOVE 플랫폼 및 모바일 웹/앱

② 디자인 이론 기본지식(레이아웃, 그리

UI 디자인과 게임 퍼블리싱 프

드시스템, 폰트, 컬러 등)

로모션 및 신규서비스 디자인

③ UI디자인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디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 컨셉 도출 능력

Sketch3/제플린 등의
프로토타입툴 사용
가능자

④ 개선에 대한 의지와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모바일

STOVE 모바일 플랫폼 관련 개

플랫폼개발

발 및 서비스 진행 업무를 지원

(iOS
/Android)

합니다.

① 단순한 앱 혹은 게임엔진을 활용한 게
임 (iOS/Android) 클라이언트 개발 능력
②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이해

플랫폼 혹은
소셜 연동 개발경험

③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① 단순한 앱서버 혹은 게임서버 개발능

모바일
플랫폼개발
(Java)

STOVE 모바일 플랫폼 관련 개

력 (Java)

발 및 서비스 진행 업무를 지원

② 플랫폼과 API를 이용한 서버 연동개발

합니다.

능력
③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이해

플랫폼 혹은
소셜 연동 개발경험

④ 원활한 Communication 능력

[접수안내]
1) 접수기간: 2017년 4월 27일 (목) 12:00 ~ 5월 15일 (월) 17:00
2) 지원방법: 당사 홈페이지 (www.smilegate.com)을 통한 온라인 지원
-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최종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대상: 스마일게이트에 관심 있는 모든 대학생 (5학기 이상 수료자 우대)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서류심사 -> 면접 -> 최종합격 (6월 중)
* 구체적인 면접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드립니다.
2) 활동기간: 2017년 7월~8월 (8주)
[기타사항]
-

인턴십 수료자는 하반기 공채 지원 시 우대하며, 인턴기간 내 우수 성과자는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의 기회
를 부여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 우대합니다.

-

기타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내 ‘1:1 채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스마일게이트 인재선발팀 (hjcho@smileg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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