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R&D

SW개발*
클라이언트기획, 클라이언트개발
어플리케이션개발, 센서연구개발,
DB개발/운영, UX/UI디자인,
모바일서비스기획, 정보보호

Business /
Infra

구매지원, 해외영업, 해외사업지원,
방송콘텐츠기획, 방송영상편집, 사업지원,
마케팅, 재무회계, HR, 경영지원,

- 상세 직무 소개는 골프존뉴딘그룹 입사시스템 內 공지사항 참고
- 근무지 : 서울근무 (단, *표시는 대전근무)
- 복수 지원 불가

인턴기간

2018년 6월 25일(월) ~ 2018년 8월 24일(금)
- 종료시점 진행되는 평가에 따라 인턴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자격요건

- 4년제 학사 기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전 모집부문 전공불문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군필 또는 군 면제자

전형단계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최종
합격

- 전형단계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지원방법
인턴혜택

http://recruit.golfzon.com

문의사항
- E-mail

welcome@golfzon.com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실시간 1:1 상담진행합니다.

R&D부문
SW개발
직무소개
개발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획 내용의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는 신규 또는 추가기능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App, 플랫폼 설계/알고리즘 개발, 3D 프로그래밍 등

우대역량

- C/C++/C#, DirectX/OpenGL, MFC, Java, Python 사용 가능자 (하나 이상 필수)
- 다양한 SW/센서/모듈 등을 활용하여, 요구사항에 맞추어 새로운 알고리즘 및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기술
- 컴퓨터 공학 (자료구조, OOP, OS 등)에 대한 전공 지식
- 국내외 프로젝트 경진대회 수상 경력 및 우수 논문 수상 경력
- 기업 실무 프로젝트 참여 경험
- 골프에 관한 높은 관심과 이해 (시뮬레이터, 레슨 장비의 동작 원리 등)

관련전공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비고

* 대전 근무

클라이언트 기획
직무소개
골프시뮬레이터 기획 업무로 골프 스포츠와 게임 컨텐츠 요소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스크린을 통해 골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상세 기획 및 프 로젝트 PM (일정 및 리스크 관리)

우대역량

- 게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 (기획/개발/디자인등의 종목 무관)
- IT 트렌드 및 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

관련전공

컴퓨터공학, 통계학 등

클라이언트 개발
직무소개
기획 내용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자료구조, 사운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프로그램을 설계/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및 각종 툴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 골프존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연동 개발
- 개발된 모듈에 대한 테스트 루틴을 구성하고 단위 테스트 수행
- Adobe Flash와 ActionScript를 이용한 UI개발

우대역량

- C++ 사용 가능자(OOP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상용 그래픽스 엔진 유경험자
- ActionScript 사용 가능자

관련전공

컴퓨터공학, 전산학, 전자공학 등

어플리케이션개발
직무소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Android 또는 iOS App 개발 및 운영
- 사용자 분석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우대역량

- Android / iOS App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
- Android / iOS SDK 개발 경험자

관련전공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등

센서연구개발
직무소개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볼/클럽 센싱SW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대역량

- C, C++, VHDL, Verilog 사용 가능자 (하나 이상 필수)
- 영상처리, Computer Vision 관련 경험

관련전공

컴퓨터공학, 전산학, 전산공학 등

DB개발/운영
직무소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솔루션의 코드 분석과 버그 및 성능 패치,
커스터마이징 업무를 수행합니다.
- BI, CRM시스템을 위한 빅데이터 운영
- MySQL, NoSQL 학습 및 연구
- MySQL, NoSQL 운영 및 기술 지원

우대역량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SQL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 분
- Java, PHP 등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분
- 관련 지식을 언제든 능동적으로 습득할 준비가 되어있는 분

관련전공

컴퓨터공학 및 관련학

UX/UI디자인
직무소개
더 편리한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사용자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웹/모바일 UI/UX/BX 디자인
- 콘텐츠/프로모션 운영 디자인
- 사용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

우대역량

- 모바일 UI/UX/GUI에 대한 이해력
- Illustrator, Photoshop 등의 그래픽 툴 숙련자
- 다양한 시각툴을 사용해 UX 아이디어 구체화 가능

관련전공

산업디자인학, 시각디자인학 등

모바일서비스기획
직무소개
웹/모바일 서비스의 제작부터 출시까지 전체 공정을 관리합니다.
- 다양한 지표를 읽고, 유저들의 행동 패턴 및 개선점을 찾아내어 UX/UI를 설계
- 프로젝트 진행 시 정책수립, 기획안 작성, 타부서 협업, 개발자/디자이너와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우대역량

- 신규 프로젝트에 필요한 트렌드 및 시장 조사 분석
- 데이터 테이블, 레퍼런스 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획 문서 작성 및 유관 업무 경험
- IT트렌드에 대한 이해

관련전공

전공무관

정보보호
직무소개
보안정책 및 보안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사내 개인정보보호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실무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준거성 및 보안성 검토, 대응방안 도출
- 보안 Compliance Gap 분석 및 안정화 업무

우대역량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지식 보유
-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에 대한 이해/지식 보유
- 정보보호 관련 공인자격(CISSP, CISA, SIS, CHE, CPPG 등) 보유

관련전공

정보보호학 등

Business/Infra
구매지원
직무소개
발주에서 정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품목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적기에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전략구매 등 원가절감을 통해 사업 수익성 향상
- 경쟁력 있는 제품 및 협력사 소싱 및 SRM

우대역량

- 유관 업무 경험
- 구매 관련 자격증 보유
- 외국어 회화
- 기구/회로 도면 등 기술문서 이해가능

관련전공

경영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등

해외영업
직무소개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신규 거래처를 발굴 및 지원하고,
기존 해외사업의 사업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해외 시장 조사 및 국가별 전략 수립
- Sales Kit 제작/개선 (영업용 브로셔, 구매 가이드, 회사 소개 자료, 제품 소개 자료 등)
- 해외 영업 실무 지원 (직접 판매 및 파트너 관리)

우대역량

- 외국어 능력 필수 (언어 무관)
- 해외 거주, 유학, 어학연수 경험

관련전공

전공무관

해외사업지원
직무소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방향을 설정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글로벌 골프 시장 공략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기획
- 관련 시장 및 트렌드 데스크서칭, 기획 구체화 문서 및 비즈니스 모델 작성
- 상품 및 서비스의 아이디어 탐색 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전반적 Product Life Cycle 기획

우대역량

- 정보수집, 아이디어 개진 및 기획서 작성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시각화 역량
- IT consumer device, Embedded SW, IT Convergence 트렌드에 대한 관심 및 이해
- 창업(동아리) 경험 및 공모전, 특허출원 등 IT 기반 상품개발 및 사업화 프로젝트 경험

관련전공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등

방송콘텐츠기획
직무소개
미디어 사업 전략 수립 및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원을 합니다.
- 방송 콘텐츠 기획 및 연구 조사, 데이터 분석
- 콘텐츠 소싱, 크리에이터발굴, 방통위, 방송플랫폼, 제휴사 응대
- 방송 사업 운영 (방송제작비 운영계획 수립 및 분석)

우대역량

- 미디어(방송/콘텐츠/뉴미디어) 광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관련 규제에 관련한 전반적인 이해(방송법, 저작권법 등)
- 방송 콘텐츠 제작/편집/송출 등에 대한 이해 (기술 보유 등)
- 골프 관련 역량 (라운딩 경험, 골프 핸디, 골프 산업에 대한 이해,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이해 등)

관련전공

전공무관

방송영상편집
직무소개
방송 영상물 편집 및 콘텐츠 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방송 진행을 돕습니다.
- 방송 영상물 편집 (간단한 영상 편집, 채널 Next 영상 작업 등)
- 방송 콘텐츠 관리(영상소스 및 파일정리)

우대역량

- 방송 콘텐츠 제작, 편집, 송출 등에 대한 이해 및 기술 보유
- EDIUS 사용 가능
- AE(Adobe after effects) 모션그래픽 작업 가능

관련전공

방송 및 영상관련학

사업지원
직무소개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합니다.
- 우수 및 부진 매장 대상 Care 프로그램 진행 지원
- 가맹정책 기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지원
- 가맹사업 전개에 따른 정기 분석 레포트 작성
- 가맹점 스코어링 데이터 분석 지원

우대역량

- 데이터 분석 가능
- 행사 기획 및 지원 경험 보유

관련전공

경영학 및 관련학

마케팅
직무소개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을 통하여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품배송, VOC처리, 어뷰징체크 등

우대역량

- MS Office 활용 가능

관련전공

전공무관

재무회계
직무소개
기업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관련 대내외 조직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합니다.
- 영업부서 매출 마감 지원 및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결의서 비용 마감
- 감가상각비, 선급비용등 재무결산 수행
- 담당사업부 회계세무 업무 지원
- 분기별 회계감사 수행

우대역량

-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
- MS Office 활용능력

관련전공

회계학 및 상경계열학

HR
직무소개
채용에서 퇴직까지 임직원들에게 필요한 인사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 그룹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채용 지원
- 복지제도 기획, 개선 및 운영

우대역량

- MS Office 활용 가능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능
- HR 관련 자격증보유

관련전공

경영학 및 관련학

경영지원
직무소개
경영지원 업무 및 임원 업무 보조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입니다.

우대역량

- MS Office 활용 가능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능
- 외국어(영어) 의사소통 가능

관련전공

비서학 및 관련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