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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 ‘2030 젊은 인재’들을 찾고 계신가요?

2

2030 젊은 인재가 66%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IT 기업이 활용하는 서비스 

로켓펀치에서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젊은 인재들과 성장하는 기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IT 분야 ‘성장하는 기업’ 담당자를 찾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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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한국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로켓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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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서비스 소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500,000

3,000,000
3M+ 예상

로켓펀치 연간 사용자 수 추이 (명)

연간 250만 명 이상이 활용하는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2019년 7월 기준 서비스 지표

월 활성 사용자 수

29만 명+
월 Page Views

180만+
누적 회원수

20만 명+

연간 활성 사용자 수

25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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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순사용자

2,500,000명+
매년 한국 경제 인구 12명 중  

1명이 사용

기업 프로필

38,000개+
IT 전체 기업체 수의 1.8배

개인 프로필

200,000개+
한국 IT 산업 종사자 약 20%

 로켓펀치는 대한민국 IT 기업과 재직자의 필수 서비스입니다 
2019년 7월 기준 서비스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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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App Ape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의 비즈니스 중심 소
셜네트워킹 서비스인 링크드인의 국내 사용량을 뛰어 넘은 수치다.” - 서울경제

한국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킹은 ‘로켓펀치’ > ‘링크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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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 사례 
기업 정보, 채용 정보 조회

9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스타트업, IT 기업 중심으로 38,000개 이상의  
기업 정보와 각 기업 채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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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 사례 
셀프구직을 통해 이직 제안

기업 담당자들이 무료로 인재를 검색하고 이직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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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은 메시지로 업무에 관련된 전문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로켓펀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 사례 
업무 관련 전문 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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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매체 특징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젊은 IT 인재들과 성장하는 기업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IT 분야 젊은 인재들과 성장하는 기업 담당자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로켓펀치를 활용하는 개인 및 기업 특성 및 주요 사용자 군

2030 젊은 인재가 66%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IT 기업이 활용

• IT 직군 재직자 
• IT 기업 구직자 
• 자기 계발에 열성적인 인재 
• 예비 창업자

• 채용 담당자 
• 개발 담당자 
• 기업 경영진 
• 마케팅, 경영지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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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업 분야 인재들은 로켓펀치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 구글 지정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 
• 2019년 1월부터 Java 대신 활용

• 구글이 개발한 모바일 개발 프레임워크  
• 2018년 12월에 버전 1.0 공개

285

31 < 7

78

채용포털

디지털 인재들은 로켓펀치를 활용합니다 
주요 최신 기술 기준 인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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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사용자의 2/3가 34세 이하의 젊은 인재입니다.

75%

25%

18-34세 35세 이상

2019년 대한민국 연령 분포

34%

66%

18-34세 35세 이상

로켓펀치 사용자 연령대 통계

>

2030 젊은 인재들이 로켓펀치를 활용합니다 
사용자의 연령대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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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1/3이 대학 입학 정원의 6% 미만인 국내 상위 12개 대학 출신입니다.

68%

32%

국내 상위 12 그외 대학

로켓펀치 프로필 등록 회원 대학 통계

94%

6%

국내 상위 12 그외 대학

2019년 대학 입학 정원 통계

>

상위 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로켓펀치를 활용합니다 
회원들의 출신 대학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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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광고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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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광고 상품 구성 
IT 분야 젊은 인재들과 성장하는 기업에 광고를 노출하세요 

상품명 상품 설명 노출 형태 최소 
집행 기간 가격 예상 수치

상단 광고
- 서비스 상단에 광고 노출 
- PC, Mobile 동시 노출

PC : 텍스트 
Mobile : 320x50 배너

7일 180만 원 / 7일 노출수 20만 / 7일

중간 광고
- 콘텐츠 영역에 광고 노출 
- PC, Mobile 동시 노출

PC : 텍스트 
모바일 : 텍스트

7일 90만 원 / 7일 노출수 10만 / 7일

사이드 광고
- 목록 사이드 영역에 광고 노출 

- PC만 노출
PC : 250x250 배너 

Mobile : 비 노출
7일 50만 원 / 7일 노출수 3만 / 7일

이메일 광고
- 인맥 신청, 메시지 알림 등  

이메일에 광고 노출 
- 이메일 콘텐츠 하단에 노출

이메일 내 텍스트 7일 50만 원 / 7일 노출수 3만 / 7일

e-DM 광고
- 로켓펀치 회원 DB를 활용하여  

e-DM 발송 
- 캠페인 내용 검토 후 진행

회원 대상 단독 e-DM 1회 250만 원 이상 
/ 1회 타겟에 따라 상이

<Note> 
- 상단 광고는 1구좌, 중간 광고, 사이드 광고는 2구좌로 운영되며 이메일 광고는 3구좌 순서가 랜덤하게 노출됩니다. 
- 배너 규격 단위는 px 이며, 규격에 맞게 png 혹은 jpg 파일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 300만 원 이상 견적 진행 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 견적 시 안내된 가격에 VAT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 예상 수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Note> 
- 1구좌로 운영됩니다. 
- PC에서는 텍스트로, Mobile에서는 디스플레이 배너/텍스트로 노출됩니다. 
- 예상 수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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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버전 Mobile 버전

상품명 상품 설명 노출 형태 최소 
집행 기간 가격 (7일) 예상 수치

상단 광고
- 서비스 상단에 광고 노출 
- PC, Mobile 동시 노출

PC : 텍스트 
Mobile : 320x50 배너

7일 180만 원 노출수 20만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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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버전 Mobile 버전

<Note> 
- 2구좌가 화면 새로고침 시마다 동일 비율로 랜덤 노출됩니다. 
- 예상 수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간 광고
상품명 상품 설명 노출 형태 최소 

집행 기간 가격 (7일) 예상 수치

중간 광고
- 콘텐츠 영역에 광고 노출 
- PC, Mobile 동시 노출

PC : 텍스트 
모바일 : 텍스트

7일 90만 원 노출수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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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버전

<Note> 
- 2구좌가 화면 새로고침 시마다 동일 비율로 랜덤 노출됩니다. 
- PC에만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 예상 수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이드 광고
상품명 상품 설명 노출 형태 최소 

집행 기간 가격 (7일) 예상 수치

사이드 광고
- 목록 사이드 영역에 광고 노출 

- PC만 노출
PC : 250x250 배너 

Mobile : 비 노출
7일 50만 원 노출수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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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3구좌 순서가 랜덤하게 노출됩니다. 
- 예상 수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광고
상품명 상품 설명 노출 형태 최소 

집행 기간 가격 (7일) 예상 수치

이메일 광고
- 인맥 신청, 메시지 알림 등  

이메일에 광고 노출 
- 이메일 콘텐츠 하단에 노출

이메일 내 텍스트 7일 50만 원 노출수 3만

노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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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캠페인 내용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메일 광고
상품명 상품 설명 노출 형태 최소 

집행 기간 가격 예상 수치

e-DM 광고
- 로켓펀치 회원 DB를 활용하여  

e-DM 발송 
- 캠페인 내용 검토 후 진행

회원 대상 단독 e-DM 1회 250만 원 이상 
/ 1회 타겟에 따라 상이

노출 예시



로켓펀치 매체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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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광고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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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성공 사례 
다수의 IT 기업, 정부기관, 교육회사가 로켓펀치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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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채용 행사 캠페인

상단 광고를 통해 행사 홍보

채용 행사 홍보하여 대규모 참석자를 모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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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행사 캠페인 
상단 광고와 이메일 광고를 통해 홍보

클라우드 행사를 홍보하여 SW 개발자 등 다수의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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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두드림스페이스 입주 스타트업 모집 캠페인 

상단 광고와 사이드 광고를 통해 홍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다수의 초기 기업을 모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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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Office 캠페인
상단 광고를 통해 제품 홍보 

MS Office 2019 출시를 홍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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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블록체인 개발자 행사 캠페인 

중간 광고를 통해 홍보

개발자 행사를 홍보하여 다수의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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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연합회 ICT 학점연계 인턴십 캠페인 

사이드 광고와 이메일 광고를 통해 홍보

인턴십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다수의 참여 기업을 모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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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연합회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사이드 광고를 통해 행사 홍보

정부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다수의 구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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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채용 행사를 홍보하여 다수의 구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엔젤투자협회 채용 행사 캠페인
사이드 광고를 통해 행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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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행사를 홍보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 인공지능 행사 홍보 
e-DM 광고를 통해 행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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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행사를 홍보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패스트파이브 사무실 프로모션 홍보
e-DM 광고를 통해 프로모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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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
광고 신청 
www.rocketpunch.com/pricing 비즈니스 광고 신청 

광고 일반 문의 
ad@rocketpunch.com 

광고 상담 문의 : 이상범 CSO 

ryan.lee@rocketpunch.com

프로를 만나는 곳 로켓펀치

http://www.rocketpunch.com/pric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