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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제목 플레이스 리뷰의 실시간 분석 및 Dashboard 만들기 

모집 부서 G플레이스유저플랫폼 모집인원  2 

과제 상세 설명  실시간 영수증 리뷰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 찾기.  

지역별 방문자수 가장 많은 식당 탐색 등 Dashboard 만들기.  

텍스트 기반. GUI는 Optional 

필수 요구 사항  프로그램 설계, 디버깅,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의 이해가 가능하신 분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지원 불가 

우대 사항  TypeScript / MongoDB 경험이 있으신 분 

부서의 인재상  개발을 좋아하고, 꾸준히 하시는 분 

선발 방식  서류 + 면접 + 코딩 테스트 

주차별 계획  

1 주차  개발 환경 설정, 기술 스택 습득 

2 주차   

 

 

프로젝트 진행. 설계 및 구현, 테스트 

3 주차  

4 주차  

5 주차  

6 주차  

7 주차  

8 주차  과제 발표 

 

 

  



과제 2. 

제목 Model Interpretability solution 리서치 

모집 부서 G플레이스 AI개발 모집인원  1 

과제 상세 설명  Kserve 와 연동 할 Model Interpretability solution들을 리서치 하는 

과제입니다 

저희 팀에서 운영 중인 모델들의 내부 동작을 해석 하는 기능으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필수 요구 사항  AI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지원 가능(한국어 가능자) 

우대 사항  kubernetes를 사용해보신 분 

Model Interpretability 의 필요성에 대해 아시는 분 

부서의 인재상   

선발 방식  서류 + 면접 + 코딩 테스트 

주차별 계획  

1 주차  킥오프, 개인 개발환경 구축 및 과제 설명 

2 주차   

 

9 개의 Model Interpretability solution 리서치 

3 주차  

4 주차  

5 주차  

6 주차  

7 주차  리서치 한 solution 중 선택하여 Kserve 에 연동 

8 주차  

 

 

  



과제 3. 

제목 웹 기반 멀티 플레이 테트리스 게임 구현 

모집 부서 G스마트플레이스서비스개발 모집인원  1 

과제 상세 설명  - 웹 기반 테트리스 게임 

- WebSocket 등을 활용한 멀티 플레이 대전 기능 

- 대기실, 채팅 등 부가 기능 

필수 요구 사항  - JavaScript, HTML/CSS 기반 개발 경험 

- 웹 기반 기술에 대한 넓은 이해가 가능하신 분 

- 프로그램 설계, 디버깅,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넓은 이해가 가능하신 분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지원 가능(한국어 가능자) 

우대 사항  - 최신 ECMAScript 기능 사용 경험 (ES2016 이상) 

- 최신 웹 기술 보유 및 개발 경험 (NodeJS, TypeScript, React 

Hooks, ApolloClient, GraphQL, Next.js, SPA, BFF, Electron, 

ReactNative, WebGL, Canvas, PWA 등) 

부서의 인재상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w/ 예약, 주문) 서비스를 개발하고 글로벌에 도전하는 

조직입니다. 

  - 스마트플레이스: https://smartplace.naver.com 

  - 네이버 예약&주문: https://m.booking.naver.com 

  - 네이버 플레이스 개발이 궁금한다면? : https://medium.com/naver-place-dev 

○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UX/UI 개선을 고민하고 최신/고도화된 FE 기술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최대한 레거시를 주기적으로 없애고 있고 코드 

리뷰로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인재를 선호합니다 

  - 단순한 기술 활용보다는 깊이있는 이해를 추구 하시는 분 

  - 주도적이고 도전적이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 

  - 동료를 배려하고 협업에 적극적이신 분 

선발 방식  서류 + 면접 + 코딩 테스트 

주차별 계획  

1 주차  OT, 과제 진행 준비 

  - 요구사항 정의 

  - 개발 구조 설계 

2 주차  화면 설계 및 구현 

테트리스 기본 기능 구현 

3 주차  테트리스 기본 기능 구현 

4 주차  중간 발표 및 피드백 

5 주차  멀티 플레이 기능 구현 

6 주차  과제 진행, 기반 기술 발표 



  - 추가 기능 구현 

  - 기반 기술 선정하여 기술 발표 

7 주차  테스트 및 디버깅 

8 주차  과제 최종 발표 

 

 

  



과제 4. 

제목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ETL Pipeline 및 Data warehouse 

시스템 개발 

모집 부서 G플레이스데이터개발 모집인원  1 

과제 상세 설명  Data Source 로부터 HDFS까지 데이터를 (추출), 변환, 적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HDFS에 적재된 데이터를 확인, 재가공, 시각화 방법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필수 요구 사항  JVM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이 가능하신 분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이 가능하신 분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지원 가능(한국어 가능자) 

우대 사항  분산 처리 시스템과 분산 스토리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 

K8S, HDFS, Kafka, Flink, Hive, Impala, Airflow, Spark 가운데 일부라도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 

부서의 인재상  맡은 일에 오너쉽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선발 방식  서류 + 면접 + 코딩 테스트 

주차별 계획  

1 주차   

 

실시간 ETL 파이프라인 설계 및 구현 
2 주차  

3 주차  

4 주차  

5 주차   

분산 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빅 데이터 조회 시스템 설계 및 

구현 
6 주차  

7 주차  

8 주차  

 

 

  



과제 5. 

제목 동시편집을 위한 문서 저장소 개발 

모집 부서 Naver > SmartStudio > Alto TF 모집인원  2 

과제 상세 설명  동시편집을 위한 문서 저장소 오픈소스 Yorkie 개발 

 

세부 과제: 동시 편집을 위한 CRDT 기반 문서 저장소 클러스터 개발 

  - 멀티테넌시 적용하기 

  - Quota & Limit 

  - CRDT 알고리즘 개선 

  - 퍼포먼스 벤치마크 및 튜닝 

세부 과제: 동시 편집을 위한 문서 P2P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 P2P 네트워크 구성 

  - Document Offline Store 구현 

세부 과제: SaaS 서비스 FE 개발하기 

  - 프로젝트 관리 

  - 문서 관리 

  - 모니터링, 리포팅 

필수 요구 사항  프로그래밍 언어, 자료구조등 필수 전산 과목 이수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지원 가능(한국어 상관없음) 

우대 사항  - Go, Rust, C/C++, Java 등 하나 이상의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 능력 보유 

- HTTP 등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해 하는 능력  

- JavaScript, HTML, CSS,등 기본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능력 보유 

부서의 인재상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동료들과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신 분 

선발 방식  서류 + 면접 + 코딩 테스트 

주차별 계획  

1 주차  - 프로젝트 소개, 내부 구조 학습 및 멘티 관심사 파악 

- 제품 기본 동작 이해: 15 분만에 동시편집 에디터 만들기 

- CRDT 기본 동작 이해: 실시간 동시편집 적용하기 

- Server: Go 기반 서버 개발 (Go, gRPC) 

- JS SDK: 자바스크립트 SDK 개발 (TypeScript) 

- House: SaaS 서비스 개발(React, Redux Toolkit) 

- CodePair 서비스 개발 (React, Redux Toolkit) 

- DevOps: 로깅, 모니터링, 운영 자동화 개발 (K8s, Terraform, 

AWS) 

2 주차  개인별 면담을 통한 맞춤 멘토링 

-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개발 환경 설정하기 



- 프로젝트 별 컨트리뷰션 가이드 숙지: Yorkie, Yorkie JS SDK 

 

 

3 주차   

 

- 지속적인 컨트리뷰션 독려 및 멘토링 

- 지속적인 패치 사이클 진행 및 개인별 면담 진행 

4 주차  

5 주차  

6 주차  

7 주차  

8 주차  - 회고 및 발표 

- 멤버들 발표 진행 

 

 

  



과제 6. 

제목 협업 시스템의 타임라인 조회 성능 개선 

모집 부서 Platform Labs > Reliability Lab > Plasma1 모집인원  1 

과제 상세 설명  Yobi2는 네이버 내부에서 쓰이고 있는 협업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사용자별/프로젝트별로 본인이 관심있는 변경사항을 '최근소식'/'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의 과제를 수행합니다. 

1.  타임라인의 조회 성능이 느려지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서 운영서버에 배포 

2. 별도의 저장 스키마, 솔류션 도입 등 향후 개선방향성 제안, PoC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을 학습하실수 있습니다. 

- Java, Spring, JPA 등의 웹서버 개발 프레임워크 

- 데이터베이스 튜닝 기법 

- 온라인 협업 시스템 도메인의 특성, 개념 

필수 요구 사항  RDB와 SQL을 이해하고 있음.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지원 가능(한국어 가능자) 

우대 사항  Java 개발 경험 

부서의 인재상  문제의 근본원인과 더 나은 방식을 파고 들고 공유하는 개발자 

선발 방식  서류 + 면접 + 코딩 테스트 

주차별 계획  

1 주차  기존 시스템 개발 환경 설정, 스키마, 권한 관련 체계 이해 

2 주차  Java, Spring framework 핵심 기능 학습 

3 주차  JPA, QueryDSL 핵심기능 학습 

4 주차  기존 성능 문제 확인, 해결방안 검토,테스트 

5 주차  JPQL 혹은 native SQL 작성, 튜닝, 

6 주차  기존 기능 회귀 테스트 

7 주차  검색 엔진 도입 등 향후 큰 틀의 방향성 검토, PoC 

8 주차  최종 발표 준비 및 발표 

 

 

  



과제 7. 

제목 Kafka Consumer Metric 수집 및 시각화 

모집 부서 Platform Labs > Reliability Lab > Plasma1 모집인

원  

1 

과제 상세 설명  사내의 Kafka Consumer 모니터링 및 제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컨슈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지표들을 정의하고 

수집한 후 시각화하는 과제를 진행합니다. 

이 과제를 통해 Kafka Consumer 의 동작 원리와 여러가지 리밸런싱 

기법들에 대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밸런싱 과정이 

애플리케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수치들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시각화하여 네이버 플랫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필수 요구 사항  Java, Git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지원 가능(한국어 가능자) 

우대 사항  Spring 이해, Kafka 이해, React 이해 

부서의 인재상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끝까지 파고들고 지식들을 

동료들에게 공유하여 동반 성장하는 개발자 

선발 방식  서류 + 면접 + 코딩 테스트 

주차별 계획  

1 주차  Kafka Consumer 와 리밸런싱의 이해 

2 주차  Broccoli 플랫폼의 이해 

3 주차  Kafka Consumer B/G 전환시 영향을 미치는 지표 식별 

4 주차  유의미한 지표 수집 

5 주차  수집된 지표를 화면에 시각화 

6 주차  추가 기능 개발 

7 주차  테스트 및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 배포 

8 주차  최종 발표 준비 및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