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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를 만나는 곳 로켓펀치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 로켓펀치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

로켓펀치 채용 광고/대행 서비스 주요 고객사
[글로벌 및 국내 기업/스타트업]

매달 25만명 이상의 기업 대표 및 재직자, 구직자들이 방문
상세한 분야별 전문가 프로필, 기업 정보, 채용 정보를 제공
(2019년 03월 기준 전문가 프로필 17만 개 이상,
기업 정보 5만 개 이상, 채용 정보 5.3만 개 이상)
[정부 및 비영리 단체]

다수의 기업, 투자사, 정부 및 비영리 단체에서
로켓펀치를 통해 채용을 진행

3

로켓펀치 채용 - IT 직군 채용이 가장 활발한 플랫폼
누적 채용 정보 수

누적 기술 인재 DB

연간 순 방문자 수

5.3만

17만

200만

최신 기술에 익숙한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 등 경력직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며 누적 5만개 이상의 기업이 로켓펀치를 활용함

[2019. 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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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활용 채용 성공 사례

<로켓펀치 프로필>

세일즈부스트

<채용 담당자와 지원자간 메세지>

“채용공고를 본 후 결과물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Git을 관리하고 로켓펀치에
프로필을 만들게 됐습니다.” - 세일즈부스트 입사자

세일즈부스트는 로켓펀치에 채용 정보를 등록하여 적합 인재 채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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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활용 채용 성공 사례

샌드박스네트워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동영상 콘텐츠를 채용 정보 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
지원자 수가 기존 채용 대비 6배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
(자세히 보기 : http://bit.ly/sandboxnetwork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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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채용 광고 성공 사례

<로켓펀치 채용 위젯 광고>

매드잇

<로켓펀치 채용 목록 상위 노출 광고>

매드잇은 주니어 퍼포먼스 마케터 등 빠른 수시 채용을 위해
위젯 광고 및 상위 노출 장기 광고를 진행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인재 채용에 성공, 장기근속자를 배출하는 등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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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채용 광고 성공 사례

<로켓펀치 채용 서브 메인 배너 광고>

직방

<로켓펀치 채용 목록 상위 노출 광고>

직방은 개발직군을 포함한 수시 채용을 구직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배너 광고 및 상위 노출 광고를 진행
이 캠페인을 통해 모바일 개발인력과 영업인력을 채용하는 하는 성과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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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채용 광고 성공 사례

메쉬코리아

<로켓펀치 서브 메인 배너 광고 시안>

<로켓펀치 서브 메인 배너 광고>

메쉬코리아는 연간 채용 계획에 따라 로켓펀치에 장기 채용 광고를 집행하여
구직자에게 꾸준히 채용 홍보를 진행함
이 캠페인을 통해 백엔드 개발인력 및 영업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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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채용 광고 성공 사례
<로켓펀치 메인 배너 광고>

싱코

<로켓펀치 서브 메인 배너 광고>

싱코는 블록체인 분야 경력직 인재 채용을 위해 로켓펀치를 활용
이 캠페인을 통해 4주 만에 우수한 역량의 경력직 인재를 채용하는 성과를 달성
(자세히 보기 : http://bit.ly/synco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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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채용 컨설팅 성공 사례

<채용 컨설팅 추진 개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채용 컨설팅 적용 범위>

KCB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 진행 시 구조 설계 및 평가기준 설계와 운영 부분에
로켓펀치 채용 컨설팅을 활용
최근 4년간 로켓펀치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SW 개발, 디지털마케팅, 데이터 분석, 컨설팅 직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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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채용 광고 성공 사례

로켓펀치 채용 컨설팅 성공 사례

채용 광고/컨설팅 서비스
- 채용 컨설팅 -

- 채용 광고 -

•

월 25만명 이상의 재직/구직자 대상 단기 홍보

•

광고 상품 상담 후 진행

•

평균 노출 3만, 클릭 3백, 지원 3명(2주 기준)*

•

기업 수시 채용을 위한 홍보 효과 최대

•

IT 인재 채용을 위한 채용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
✓ IT 직군 중심의 팀 단위 채용
✓ 스타트업의 인재 채용

•

IT 관련 직군 채용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
✓ 채용 분석 및 구조설계 (1 단계)

✓ 경력/신입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채용

✓ 채용 프로모션 (2단계)

✓ 그 외 경력/신입 비즈니스, 경영지원 등 직군 채용

✓ 채용 과정(접수/전형/발표) 대행 운영 (3단계)

•

44만원(VAT포함) 이상 /1주

•

500만원(VAT포함) 이상 / 2주

•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미디어 파트너

*채용 정보에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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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광고 상품 안내

1) 채용 목록 상위 노출
광고 단가표
광고 영역

Job List Top

특징

가격 (VAT 별도)

개별 채용 정보

₩440,000

상위 노출

/ 1주

광고 상품 안내
- 노출 위치 : https://www.rocketpunch.com/jobs
- 채용 정보는 광고주가 등록해야합니다.
(기업 등록 후 채용 정보 등록)
- 채용 정보 별로 광고 상품을 구매해야합니다.

Job List Top

- 직군/산업/채용조건/전문분야 등 구직자의 검색 조건에 따라 채용
정보가 상위에 노출됩니다.
- 평균 노출 15,000회, 클릭 170회 발생합니다.
(1주 기준, 채용 정보 내용에 영향을 받음)

광고 상품 특징
광고 신청 방법 :: 채용 정보 등록 후 ‘채용 정보 홍보’ 혹은 ‘광고 신청’
통해 광고 신청이 가능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 수시 채용 광고에 가장 알맞는 광고 영역입니다.
- 채용 정보에 적합한 구직자 들에게 관심을 가장 잘 끌 수 있습니다.
- 채용 광고 서비스에서 가장 인기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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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목록 상위 노출 신청 방법

상세 광고 상품 안내

각 기업 관리자는 채용 정보 등록 후 채용 상세 화면과 채용 정보 관리 화면에서
직접 광고 신청
광고 신청 시, 입금 및 광고 승인 절차 후 자동으로 광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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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광고 상품 안내

2) 채용 서브 메인 배너
광고 단가표
광고 영역

Sub Main #1 ~ 5

크기

가격 (VAT 별도)

PC: 250x250

₩1,600,000

Mobile: 250x250

/1주

광고 상품 안내
- 노출 위치 : https://www.rocketpunch.com/jobs
- 광고 금액은 1주 기준이며, 월 단위 집행이 가능합니다.

Sub
Main
#1~5

- 배너 이미지 사이즈 (고해상도 고려)
PC, Mobile : 500x500
- 로켓펀치 등록 기업은 30% 할인율을 적용해 드립니다.
- 평균 배너 노출 20,000회, 클릭 200회 발생합니다.
(1주 기준, 배너 소재에 영향을 받음)

광고 상품 특징
- 규모있는 채용 진행에 가장 알맞는 광고 영역입니다.

광고 신청 방법

- 구직자들의 관심을 가장 잘 끌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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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 배너

상세 광고 상품 안내

광고 단가표
광고 영역

Main #1 ~ 5

크기

가격 (VAT 별도)

PC: 250x250

₩1,200,000

Mobile: 320x50

/1주

광고 상품 안내
- 노출 위치 : https://www.rocketpunch.com
- 광고 금액은 1주 기준이며, 월 단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제공해야 하며, 배너 파일 형식은 JPG, PNG,
GIF를 지원합니다.
- 배너 이미지 사이즈 (고해상도 고려)

Main
#1~5

PC : 500x500
Mobile : 640x100
- 로켓펀치 등록 기업은 30% 할인율을 적용해 드립니다.
- 평균 배너 노출 12,000회, 클릭 120회 발생합니다.
(2주 기준, 배너 소재에 영향을 받음)

광고 상품 특징
- 채용 이벤트 및 채용 홍보에 최적화된 광고 영역입니다.

광고 신청 방법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 로켓펀치 사용자들이 서비스 접근 시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화면으로,
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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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광고 상품 안내

4) 채용 상세 서브 배너
광고 단가표
광고 영역

Sub #1 ~ 5

크기

가격 (VAT 별도)

PC : 980x90

₩2,000,000

Mobile : 320x50

/1주

광고 상품 안내
- 광고 금액은 1주 기준이먀, 월 단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제공해야 하며, 배너 파일 형식은 JPG, PNG,

Sub #1~5

GIF를 지원합니다.
- 배너 이미지 사이즈 (고해상도 고려)
PC : 1960x180
Mobile : 640x100
- 로켓펀치 등록 기업은 30% 할인율을 적용해 드립니다.
- 평균 배너 노출 25,000회, 클릭 250회 발생합니다.
(1주 기준, 배너 소재에 영향을 받음)

광고 신청 방법
:: 이메일 문의: ad@rocketpunch.com

광고 상품 특징
- 채용 광고 및 교육 과정 홍보 등에 가장 알맞는 광고 영역입니다.
- 구직자들의 관심을 가장 잘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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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채용 컨설팅이란?

IT 관련 직군 채용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분석 > 구조설계 > 프로모션 > 채용과정운영 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행하는 서비스

- 기업 내부에 인사/채용 전문가가 없어도 성공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 합리적 비용으로 최적 인재 선발이 가능하도록 성과 기반 과금 구조 적용
- 역량 기반한 적합 인재 채용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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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펀치 채용 광고/컨설팅 서비스로 채용 고민을 해결하세요

“로켓펀치 광고 상품을 활용하여 다른 채널에서 만나기 힘든 좋은 엔지니어를
저희 첫 팀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로켓펀치 채용 광고/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시니어 개발자와
시니어 마케터 두 분, CS팀장님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광고/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정말 좋은 분을 채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자 지원자 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고, 콘텐츠 팀 채용도 성공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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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를 만나는 곳 로켓펀치

Contact Us !
광고 일반 문의
ad@rocketpunch.com
광고 상담 문의 : 이상범 CSO
ryan.lee@rocketpunch.com
컨설팅 상담 문의 : 김성규 COO
alpius@rocketpun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