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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셔
 개발자
 모집

 <플라이셔> 에서 신입 및 보충역(4급) 개발자 채용을 진행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성장시키며 함께 나아가실 분들을 찾습니다!

“  플라이셔는

 소셜카지노 게임

 개발사 입니다.

게임 유저 수

 2,020,000명

페이스북 게임매출순위

 22위
서비스 중인 국가

 227개

2017년 벤처기업 인증

 2017년

글로벌시장을 타겟으로
50%이상이 북미 유저

 50%

전세계인이 즐기는

Rock N’ Cash Casino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셜카지노 게임!

즐거움을 넘어 더 큰 감동과 가치를 선사하는 Rock N’ Cash Casino!

‘적막했던 저녁 일상이 즐거워졌다!’ 현재 플라이셔의 주 고객층인 미국 40대 유저가 남긴 말입니다.

 ”플라이셔는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결혼기념일 조기퇴근
상품권 지급

명절 선물 지급

가족이 먼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소득세 90% 감면

정부 지원제도월별 생일파티

생일자 조기퇴근
상품권 지급

해외워크샵
해외세미나

(G2E)

성장 기회 제공

리프레시휴가 4일
장기근속 시,

포상휴가 10일

휴가 제공

점심, 커피 제공
스낵바 제공

저녁 제공(야근 시)

먹는건 우리가
책임진다!

동종업계 상위수준 연봉
각종 인센티브 제공

(대 . 박 .)

급여 및 인센티브

헬스비
도서

교육비
건강검진비

지원

자기계발비 및
건강 관리비 지원

 클라이언트 개발자 모집

- 웹/모바일 클라이언트 시스템 개발
- 웹/모바일 클라이언트 컨텐츠 개발

 담당업무

- Cocos 2D 로 클라이언트 개발을 합니다.
- git/ GitHub 를 이용하여 버전관리를 합니다.
- Mac 환경에서 작업합니다.
- 스크럼을 통해 일을 진행합니다.
- Jira, Confluence, Slack 등을 이용하여 협업합니다. 

 개발환경

- C++ 또는 Java script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
- C++, Java script 언어 기반의 게임 엔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이 있으신 분
-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갖추신 분

* 보충역의 경우, 정보처리분야 2년이상 전공자 또는 정보처리분야
   2년이상 경력자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시 1년)

 자격요건

- Cocos 2D-X 게임 개발 능력이 있으신 분
- Android / iOS 게임 개발 경력이 있으신 분
- OpenGL 또는 WebGL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
- StackOverflow에 익숙하신 분

 우대사항

 서버 개발자 모집

- 서버 시스템, 컨텐츠 개발
- 서버모니터링, 운영툴 개발
- 게임 데이터 수집, 분석툴 개발

 담당업무

- 게임 서버는 Node.js를 사용합니다.
- Mac 환경에서 작업합니다.
- 스크럼을 통해 일을 진행합니다.
- 게임 서버 OS는 리눅스를 사용합니다.
- DB는 주로 MySQL, DynamoDB, Redis를 사용합니다.
- 서버/DB 머신은 AWS를 사용합니다.
- git / GitHub를 이용하여 버전관리를 합니다.
- Jira, Confluence, Slack 등을 이용하여 협업합니다.

 개발환경

- Node.js, PHP 개발 능력 있으신 분
- DB 구축, 최적화 경험 있으신 분
- 실시간 게임/ 웹서버 개발 경험 있으신 분
-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이 있으신 분
-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
-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갖추신 분

* 보충역의 경우, 정보처리분야 2년이상 전공자 또는 정보처리분야
   2년이상 경력자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시 1년)

 자격요건

- Cocos 2D-X 게임 개발 능력이 있으신 분
- Android / iOS 게임 개발 경력이 있으신 분
- OpenGL 또는 WebGL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
- StackOverflow에 익숙하신 분

 우대사항

 채용 프로세스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결과 통보

 지원 방법

자유양식 이력서 /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이메일 제목 : 지원직무 / 이름

이메일 접수 : flysher_hr@flysher.net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1길  1,  511타워  13층

(강남역 신분당선 5번출구 직진 5분거리)

 Tel 02)6457-8523  Mail flysher_hr@flysh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