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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2019년 하반기 기술부문(SW개발) 공개채용>
모집부문

모집요강

상세내용
•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클라우드/미디어/검색/광고 등의 플랫폼 개발

업무 내용

• 모바일, PC 환경에서의 웹 서비스 개발
•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앱과 Client SDK 개발(안드로이드,iOS, Unity3D)
•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네트워크, DB 등 전산학을 잘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

SW개발

필수 역량

• 자신 있는 개발 언어를 보유한 자 (최소 한 개)
•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레퍼런스를 참고하여 개발이 가능한 자
•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스펙을 정리하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자
• 개발을 좋아하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 보고 싶은 분

지원 자격

• 2020년 2월 또는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병역필 혹은 면제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통지원자격
• 병역필 혹은 면제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
• 지원 방법 : 채용 홈페이지 http://recruit.nhn.com 접속 후, 온라인 지원서 작성
• 접수 기간 : 8/26 (월) ~ 9/17 (화) 14:00 접수 마감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Pre-Test 1차 > Pre-Test 2차 > Feel the TOAST > 최종면접 > 최종합격
기타사항
• 입사 후에는 약 2개월 간의 기술 교육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경험한 후,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시작합니다.

•
•
•
•
•
•

부서배치 시 본인의 희망 또는 교육결과에 따라 NHN PAYCO, NHN EDU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해당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합니다.(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응시를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근무지는 판교 삼평동 플레이뮤지엄(Play Museum)입니다.
당사 소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nh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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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2019년 하반기 기술부문(SW개발) 채용설명회>
일정

시간

9/9(월)
9/10(화)
9/16(월)

장소
캐치카페 신촌

저녁 7시

캐치카페 한양대
캐치카페 안암

창천동 18-29 버티고타워 5층
캐치카페 신촌
행당동 32-6 동우빌딩 2층
캐치카페 한양대
안암동5가 104-30 6층
캐치카페 안암

- 신청방법 : 캐치사이트 접속 > 캐치카페 > 프로그램 > 신청
• 비어파티 및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신청하러 가기
https://www.catch.co.kr/CatchCafe/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