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8   월간 인사관리 202110

1994년 설립된 넥슨은 탄탄한 개발력과 

항상 ‘최초’를 추구하고 실현해 낸 크리에이

티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산

업을 선도해 온 글로벌 게임사다. 1996년 

넥슨의 첫 작품이자 온라인 게임의 효시인 

‘바람의 나라’를 시작으로, 부분유료화(Free 

to Play)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게임 시장에 

선보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

기’, ‘던전앤파이터’, ‘서든어택’등 새로운 시

도를 담은 우수한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하

며 넥슨만의 창조적인 DNA를 구축해나가

고 있다. 현재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

계 190여 개 국가에서 약 60여 종의 게임

을 서비스 중이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 시장에서 거둬들이며 글로벌 게임사

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연 매출 3

조 원을 돌파하며 ‘초격차’를 이뤄낸 넥슨은 

글로벌 탑 티어 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 더

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우

수한 인재 확보 및 투자를 지속적인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신규 IP 개발 및 플랫

폼 확장과 함께 과감한 인재 투자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NEXON TUTORIAL

이러한 성장에 따라 넥슨코리아는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신입 인재채용에 본

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하반기 채용형 인

턴십 프로그램 ‘넥토리얼’을 통해 대규모 인

재를 선발하고자 한 것이다. 

넥토리얼은 넥슨(Nexon)과 튜토리얼

(tutorial)을 결합한 명칭이다. 튜토리얼은 게

임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관과 조작

법 등을 익히는 준비 단계를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초보자 가이드, 이용자 지침 같

은 것이다. 

넥토리얼은 게임산업에 관심이 있는 기

졸업자 혹은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인

턴기간 중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인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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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NEXON+TUTORIAL’

▶ 넥슨코리아

•설립 ｜ 2005년 10월 1일

•업종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직원수 ｜ 2,682명(2020.12)

•매출액 ｜ 2조 1,554억 8,216만(2020.12)

•비전 

 슈퍼 IP 10종 개발로 새 에너지 마련

(주)넥슨코리아

넥슨코리아는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신입 인재채용을 위하여 

채용형 인턴십 프로그램 ‘넥토리얼’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채용의 나라’를 개최하여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