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직무 

Smilegate RPG 

채용직무 부서 및 담당업무 필요역량 및 우대사항 

퀘스트기획 

"로스트아크의 퀘스트를 기획합니다." 

 

- 로스트아크 퀘스트 기획 관련 데이터 작업을 

지원합니다. 

- 기존 시스템 문서 정리 및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MMORPG 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많은 플레이 경험 

-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 

- 올바른 맞춤법 작성 능력 

- 꼼꼼한 데이터 관리 및 테스트 능력 

 

[우대사항] 

- 스토리가 강조되는 게임의 플레이 경험  

  (콘솔 게임, MMORPG 모두 포함)  

- 로스트아크의 모든 대륙 플레이 경험  



채용직무 부서 및 담당업무 필요역량 및 우대사항 

컨텐츠기획 

"로스트아크의 컨텐츠를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작업하며, 시스템을 기획합니다." 

 

- 로스트아크 컨텐츠 기획 관련 데이터 작업을 

지원합니다. 

- 기존 시스템 문서 정리 및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MMORPG 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많은 플레이 경험 

- 게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능력 

- 성실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 

- 꼼꼼한 데이터 관리 및 테스트 능력 

 

[우대사항] 

- 로스트아크 엔드 컨텐츠 플레이 경험 

전투기획 

"로스트아크의 전투 및 액션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PVP 밸런스를 테스트하고 

개선합니다." 

 

- 로스트아크 전투기획 관련 데이터 작업을 

지원합니다. 

- 기존 시스템 내 데이터 작업을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여러 액션 RPG 게임을 플레이하고 각 클래스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 및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명료한 자기주장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피드백에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 

- 다양한 툴 사용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적응 가능한 능력 

 

[우대사항] 

- 로스트아크의 엔드 컨텐츠 플레이 경험 보유자  

  (전투에 대한 개선점을 어필 가능한 분) 

- 다양한 액션 게임에 대한 플레이 경험 보유자 

시나리오기획 

"로스트아크에 들어가는 설정과 시나리오 작성을 

기본으로, 전반적인 텍스트 관련 업무(설명/검수 

등)를 수행합니다." 

 

- 기존 설정 정리 작업을 지원합니다. 

- 신규 대륙 모험의 서 설정 작업을 지원합니다. 

-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전달합니다. 

- 네이밍 작성 작업을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게임에 대한 이해 및 플레이 경험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사항] 

- 다양한 게임 플레이 경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로스트아크의 전투 컨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 게임 기획에 맞는 게임 컨텐츠(전투)를 

구현합니다. 

- 라이브용 각종 기능을 개발합니다. 

[필요역량] 

- 전산학 기본 이론에 대한 높은 이해 

- 게임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 3D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 C++/C#에 대한 이해 

- 문서 작성 능력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문제 해결 능력 

 

[우대사항] 

- Unreal Engine 사용 경험 

-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경험 

QA 

"로스트아크의 게임 품질을 담당합니다, 기능 

검증 뿐 아니라 감성,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를 

검증합니다." 

 

- 컨텐츠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국내/해외) 

- 컨텐츠 리스트를 통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 클래스별 피해량 측정 및 파티 플레이 피해량 

측정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RPG 및 액션 게임에 대한 이해 

- 논리적인 언어 구사력과 문서 작성 능력 

 

[우대사항] 

- 온라인 및 액션 게임 하드코어 유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서버 내 상위 랭커인 분) 



채용직무 부서 및 담당업무 필요역량 및 우대사항 

레벨기획 

(모바일) 

"로스트아크 모바일 프로젝트에 맞는 레벨 및 

퀘스트, 컨텐츠를 디자인합니다." 

 

- 로스트아크 모바일 프로젝트 레벨 기획을 위한 

리서치 및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 레벨 디자인 문서를 정리합니다. 

- 그 외 단순 배치 작업 등을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모바일 및 RPG 게임 플레이 경험 

- 게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MS Office 활용 능력 

 

[우대사항] 

- Unreal Engine 4 개발 경험 

시스템기획 

(모바일) 

"로스트아크 모바일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시스템을 디자인합니다." 

 

- 로스트아크 모바일 프로젝트 시스템 기획을 

위한 리서치를 진행하며,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 시스템 디자인 문서를 정리합니다. 

- 그 외 데이터 정리 등 작업을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모바일게임 및 RPG 게임에 대한 플레이 경험 

- 게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MS Office 활용 능력 

 

[우대사항] 

- Unreal Engine 4 개발 경험 

- 소규모 프로젝트 진행 경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모바일) 

"로스트아크 모바일 프로젝트를 개발합니다." 

 

- 기획에서 구상한 내용을 실제 게임에서 

동작하도록 구현합니다. 

- 로스트아크 모바일 클라이언트 개발을 

담당합니다. 

[필요역량] 

- 모바일게임 및 RPG 게임에 대한 플레이 경험 

- 게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C++ 프로그래밍 역량 

 

[우대사항] 

- Unreal Engine 4 개발 경험 

- 모바일 프로젝트 개발 경험 

 

Smilegate Holdings 

채용직무 부서 및 담당업무 필요역량 및 우대사항 

SNS 

마케팅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스마일게이트의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그룹 마

스코트 ‘스마일메이츠’의 SNS 운영에 참여합니다. 

- SNS 상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

의 기획 및 제작을 지원합니다. 

- SNS 방문자들의 반응(지표, 댓글 등)을 모니터

링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필요역량] 

- SNS의 기능적 구조 및 콘텐츠에 대한 이해 

-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최신 Trend에 대한 관심 및 리서치 능력 

- 게임산업 및 유저에 대한 관심과 이해 

 

[우대사항] 

- 콘텐츠 제작(이미지 촬영, 이미지 합성, 카피라이팅 등) 능력 

신사업지원 

"스마일게이트의 IP 사업 역량을 높이고 코너스

톤 IP를 확보하기 위해 기여합니다." 

 

- 국내외(특히 중국)의 IP 관련 시장조사, 저작권 

위반사례 등을 리서치합니다. 

- 온라인 IP관리 시스템 내외부 사용자를 지원합

니다. 

- 그 외 IP관리 관련 회의체 운영을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IP사업 및 콘텐츠 전반에 대한 관심과 흥미  

- 원활한 외국어(중국어 및 영어) 능력 

- 높은 MS Office 활용 능력 

-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우대사항] 

- 중화권 체류 경험 

- 논리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 

-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폭 넓은 관심 



채용직무 부서 및 담당업무 필요역량 및 우대사항 

글로벌 

사업개발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분석 및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룹 IP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 콘솔 게임 시장 조사를 지원합니다. 

- 콘솔 게임별 비즈니스 모델 리서치를 지원합니

다. 

- 콘솔 플랫폼 현황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합니다. 

[필요역량] 

- 상급 수준의 영어(Reading/Speaking) 능력 

- 글로벌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 MS Office (Excel, PPT) 활용 능력 

 

[우대사항] 

- 재무제표 분석 능력 

글로벌 

사업개발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분석 및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룹 IP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 중국 게임 시장 조사를 지원합니다. 

- 중국 파트너사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각종 데이터 분석 및 리서치 업무를 지원합니

다. 

[필요역량] 

- 중급 이상의 중국어(Written) 능력 

  (기사, 공시, 보고서 등 작성 가능자) 

- 글로벌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 MS Office (Excel, PPT) 활용 능력 

 

[우대사항] 

- 중국어(Speaking) 능력 

- 영어 활용 능력 

- 재무제표 분석 능력 

자금기획 

"그룹의 자금 집행, 계획 수립, FX 및 환Hedge 

등을 통한 외환 관리, 외국환 거래 등을 담당합

니다." 

 

- 그룹사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 해외 직접 투자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

합니다. 

- 그 외 자금 관련 업무(법인카드 관리 /출장비 

지급)를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상경계열 전공 

- MS Office 활용 능력 

- 책임감이 강하고 능동적이며 논리적 사고 

 

[우대사항] 

- 영어 활용 능력 

- 친화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경영전략 

"그룹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 조직들

이 전략 방향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 그룹 전략 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글로벌(특히 

중국) 리서치 및 각종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 업계 경쟁사 심층 벤치마킹을 위한 서칭 및 전

문가 인터뷰를 지원 합니다.  

- 그룹 경영진 보고에 필요한 문서 작성을 지원

합니다. 

[필요역량] 

- 원활한 외국어(중국어 및 영어) 능력 

- 전략적, 논리적 사고 능력 

- 시장 리서치 및 각종 데이터 분석 능력 

 

[우대사항] 

-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인재선발 

"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 줄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영입합니다." 

 

- 스마일게이트 채용 브랜드 향상을 위한 활동

(홍보 자료, 콘텐츠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대학생 대상 인재선발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합니다. 

- 그 외 인재선발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인사에 대한 경험 및 관심, 흥미 

- 친화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우대사항] 

- 콘텐츠 제작(영상, 카드뉴스 등) 능력 

- 최신 Trend에 대한 관심 및 리서치 능력 

 

 



Smilegate Megaport 

채용직무 부서 및 담당업무 필요역량 및 우대사항 

사업운영 

"에픽세븐의 사업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유저분

들이 에픽세븐을 오랫동안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게임을 리뷰하고 시장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 게임 및 커뮤니티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 그 외 게임 사업 운영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게임에 대한 열정 

-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 

 

[우대사항] 

- 에픽세븐에 대한 높은 이해 

- MS Office 및 포토샵 활용 능력 

- 원활한 외국어(영어 및 일어) 능력 

 

Smilegate MegaLab 

채용직무 부서 및 담당업무 필요역량 및 우대사항 

게임 

개발관리  

"여성 유저 취향과 선호를 반영한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다양한 게임을 개발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콘텐츠 (스토리 및 

아이템) 검수 업무를 지원합니다. 

- 국가별 20대 여성 관심 트렌드를 조사합니다. 

[필요역량] 

-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 또래 집단의 트렌드에 대한 분석적 이해 

- 다양한 최신 웹소설에 대한 관심과 이해 

 

[우대사항] 

- 중국어 가능자 

-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Smilegate Foundation 

채용직무 부서 및 담당업무 필요역량 및 우대사항 

스타트업 

운영지원 

"가능성 있는 창업팀들을 발굴하고 창업팀들에 

필요한 지원사항들을 도출하여 창업팀들이 성장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열정과 가능성이 있는 창업가(스타트업)를 발굴 

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합니다. 

- 오렌지플래닛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주요 활

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운영/홍보 관련 콘텐츠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필요역량] 

- 창업(스타트업) 및 ICT/4차산업/게임 등에 대한 관심과 흥미 

-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대사항] 

- 콘텐츠 제작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활용 가능한 영상, 카

드뉴스 등) 능력 

 

채용 정보 

▲ 모집대상 :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애정을 가진 모든 대학생 및 기졸업자 (7학기 이상 수료자 우대) 

▲ 접수기간 : 2020년 5월 14일(목) 11:00 ~ 5월 28일(목) 17:00 

▲ 지원방법 : 당사 홈페이지(www.smilegate.com)를 통한 접수 

▲ 전형절차 :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인별 면접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 개발 직군의 경우 면접 시, 추가로 코딩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행시 별도 안내) 

http://www.smilegate.com/


활동 기간 및 지원 사항 

▲ 활동 기간 : 2020년 7월 ~ 8월 (총 8주) 

  * 코로나 19 위기 경보 상황에 따라 진행 방식 및 일정 등이 보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사항 :  

 

현업 부서 배치 및 

직무 체험 
 

직무/업계 특강 

 

1:1 멘토링 지원 

 

인턴 실습비 지원 

 

인사 담당 멘토링 

및 생활 가이드 
 

유연근로제 

 

중식/간식 제공 

카페테리아 

포인트 지원  

출근 셔틀 

(서울/인천 11개 노선) 
 

운동공간 

(헬스, 골프, 탁구 등) 
 

게임 공간 라운지 

 

사내 도서관 

 

샤워시설 

휴게라운지, 힐링룸 
 

 

안내 사항 

▲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직무 체험, 대학생 성장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인턴십을 운영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 경보 등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여, 진행 방식/일정 등이 보류, 

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참고하시어 지원하여 주십시오 

▲ 인턴십 우수 수료자는 추후 스마일게이트 채용시 우대합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하며, 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 내용을 준수합니다. 

 
 

 

 

 

 

 

 

 

 

 

 

 

 

 

 

 

 

 

▲ 화상/전화 상담은 선착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5/18, 오후 3시까지) 그 외 상담은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 공개 채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는 당사 홈페이지 (www.smilegate.com) 내 1:1 채용 

문의에 남겨주시거나, 채용담당자(sgh_recruit_team@smilegate.com)에게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화상/전화 상담 신청 (선착순) 

채용 Facebook 

네이버 포스트 

Youtube(유튜브) 

마케팅 

인재선발 

글로벌사업 

http://www.smilegate.com/
mailto:sgh_recruit_team@smilegate.com
https://pf.kakao.com/_RxoxaQj
https://ko.surveymonkey.com/r/SG7KJZ6
https://www.facebook.com/recruit.smilegate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35557683
https://www.youtube.com/user/SGinternet
http://naver.me/GDEdxCl5
http://naver.me/GltPpyOv
http://naver.me/F3IgvQJ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