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웍스 대학생 인턴 모집
- 엔지니어 부문 -

KiT works
: 키트웍스는 모바일 게임 /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벤처기업입니다.
키트웍스는 유저들이 모바일 게임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돕고, 또 이를
통해 게임사들의 마케팅과 운영, 매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게임플랫폼으로 성장하려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스타트업입니다.

CEO
황원준
-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05 졸업
- (전) 앱디스코 공동창업자 / CTO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라떼” 서비스)	
  

Product
키트웍스의 플랫폼 KiT(키트)는 크게 유저 사이드와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구분됩니다. 유저
사이드에서는 유저들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나 게임의 미션, 이벤트, 커뮤니티 등의
컨텐츠를 네이티브 앱과 모바일 웹앱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위의
컨텐츠를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집된 대량의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웹서비스로 제공됩니다.

v

현 진행중인 게임 플랫폼은 애플의

“게임센터”, “카카오 게임하기”, “5rocks”의 분석
플랫폼 등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Technology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나열해보았습니다. 키트웍스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 경험해 볼 수 있고, 관심있는
분야에서는 깊이 지식을 나누고 직접 개발 할 수 있습니다.
[Server / DB]
•

[Web]

AWS : EC2(WebServer, ubuntu), S3(Storage),

•

CodeIgniter (PHP framework, MVC pattern)

RDS(MySQL DB server) 등

•

HTML5 / CSS3 / Javascript / jQuery

아마존 웹서비스 활용 및 서버 아키텍처
•

: 모바일웹 및 Responsive Design

MySQL / Redis / DynamoDB(noSQL)

[App]

[etc]

•

Native : iOS / Android 앱 제작

•

Git : Github 을 통한 협업

•

SDK : 개발사 제공용 라이브러리 (Hybrid app 방식)

•

Grunt : Minifying & Uglifying CSS, JS

•

Cocos2d-x : 샘플용으로 제작된 미니게임

•

Google Analytics, SEO, AES128, JSON, AJAX 등등

Experience
•

8 주간 1~2 개의 서브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제품 개발

•

벤처기업 경영 간접경험

v

선후배 관계로서 많은 조언 드리겠습니다.

v

소정의 보수와 중식 제공됩니다.

Qualification
•

인턴쉽의 성실한 참여를 통해, 창업 혹은 실무와 관련된 경험을 구하는자

•

Web / App / Server, DB 중 최소 한 분야 교내외 프로젝트 경험자

•

정상 출퇴근 가능한자

Period
2014. 6. 30 ~ 8. 22 (8w)

Contact us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Office : 070-4686-0121 (7 호선 논현역 200m)
E-mail : contact@kit-works.com
Homepage: www.kit-works.com
v

홈페이지 내용은 현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