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IT
Global STAR
Recruting
특별한 당신을 위한 건강한 일터
AhnLab과 함께 STAR로 성장해 나갈
인재를 찾습니다.
(학점, 영어 점수 제한이 없는 잠재력 중심 채용)

내가 특별하다는 이유를
끊임없이 알게 되는 건강한 일 터

AhnLab人, 특별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뤄내는 인재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참 놀랍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나 - 우리 - 세상’은 연결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져,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다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AhnLab人은 세상의 놀라운 변화를 앞서야 합니다.
먼저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변화를 예측해야 합니다. 먼저 고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믿음’이 된다는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된다는 것.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hnLab人은 매일 성장합니다.
연구개발, 컨설팅, 인사 등 AhnLab人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되는 AhnLab人으로의 자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변화, 도전의 여정, AhnLab은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보안산업을 넘어 종합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국내무대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또 다른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중심에서 빛날 수 있는 AhnLab人,
세상의 믿음이 되는 별, STAR가 될 당신을 환영합니다.
AhnLab의 STAR. 특별한 믿음이 되는 멋진 성장의 과정.
그 꿈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AhnLab으로의 도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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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에 대한 호기심, 생각, 프로그램 개발 경험,
창업 경험, 우아한 실패경험 등.
당신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겠습니다.

AhnLab人
Professional

Accountability &
Autonomy

세상의 믿음이 된다는
의미를 향해 함께
성장하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

꾸준히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

01 “STAR 채용이 무엇인가요 ?
향후 AhnLab의 STAR로 우뚝 설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찾는 채용입니다.
IT Business 관련 기술, 경험, 지식을 바라보겠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보여줌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AhnLab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인재를 환영합니다.

학점, 영어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당신의 장점만 보여주세요.
지원 방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탄탄한 내면의 실력을 믿습니다.

IT에 대한 관심, 지식, 경험, 프로그램 개발,

IT에 대한 지식, 경험 그리고

창업 경험, 우아한 실패 경험, 도전 경험, 글로벌 경험 등

함께 할 수 있는 태도 등 지금보다 10년 후가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을 보여주세요.

더 기대가 될 인재를 선발합니다.

당신의 장점에 맞춰 지원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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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부문 및 일정
모집 부문

R&D 부문

윈도우 기반 개발자/리눅스 기반 개발자/악성코드 대응 및 분석

글로벌 부문 제품기획/해외영업
컨설팅 부문 보안컨설팅 및 모의해킹

모집 기간

2012. 8. 8(수) ~ 8. 29(수)24:00까지

전형 절차

Step 1.
Pre-Assessment
서류전형

Step 2.
AhnLab STAR Open Forum
1차 역량면접

Step 3.
AhnLab STAR Attitude Interview
2차 인성면접

Step 4.
합격 후 입문교육

AhnLab STA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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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부 지원 방법
접수 방법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아닌 S.T.A.R. 지원방식 중
자신의 장점에 맞춰 최소 한 가지 이상 선택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S. Speciality
다음 지원분야별 해당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또는 결과물을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R&D

본인이 직접 개발한 Program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서를 작성해 주세요.
1) 프로그램의 성능 (또는 용도)
2) 프로그램의 차별점 (발상의 창의성, 기술적 우수성 등)

글로벌

최근 Global IT Trend (예.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를 하나 선정한 후,
국내 IT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해 주세요.

컨설팅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주 방문하는 Site 한 곳을 선정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는 위협 요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안해주세요.

T. Teamwork
팀으로 수행한 프로젝트(프로그램, 공모전, 봉사활동, 창업 경험 등)이 있을 경우
팀워크를 중심으로 팀 수행 프로젝트에 대해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 팀웍 지원방식의 경우 팀이 함께 1차 면접까지 평가받게 됨으로 팀원들과 함께 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 팀 수행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 특징, 멤버들의 역할, 결과물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세요.
♦ 팀워크 (협력, 소통)가 가장 큰 평가 요소입니다. 팀워크를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Teamwork 지원 방식의 채용 절차>
Step 1. 최대 3인까지 함께 안랩에 입사 지원하고 싶은 친구와 함께 과제물을 정리해 주세요.
Step 2. 각자 개별적 접수 후(이력서 작성) Step 1에서 작성한 동일 파일을 첨부함으로써 접수 완료 됩니다.
Step 3. 1차 역량 면접에서 팀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팀내 발표자, 자료 작성자로 역할 구분해서 각자 능력에 맞춘 면접이 실시됩니다.
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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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름/생년월일 :

동시 지원자 이름/생년월일 :

A. Ambition
자신을 성장시켜 준 아래 3가지 경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작성 후
첨부합니다.
1) 우아한 실패 경험
: 큰 실패가 아니어도 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2) 보람찬 성공 경험
: 성공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보람, 자신의 기준에서 만족한 성공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3) 후회없는 도전 경험
: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몰입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 UCC, Portfolio 등으로 끼를 발휘해도 좋습니다. 단, 필수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의 경우 본인의 글로벌 경험 중심으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만약 외국어가 익숙할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해 주세요.

R. Reference
지인에게 추천서를 부탁해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1) 반드시 3명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인의 대상은 제한없습니다.
본인의 역량이나 성격 그리고 열정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추천인에게 자유롭게
추천을 부탁하면 됩니다.
2)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믿음을 주는 인재’ 입니다. 본인이 어떤 믿음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 첨부 제출해 주세요.

추천서
추천인 :

추천인 연락처 :

추천인 과의 관계 :

추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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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종합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뜻있는 동행

New IT Global STAR의 비전을 가진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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