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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영입을 위한 치열한 기업 경쟁

About Jumpit

!

좁아진 취업문.. 
개발자 채용만 늘고 제조업 줄었다.

서울경제 2020.11.20 "

‘입사축하금 5,000만원’ꙓņ아파트제공’..
개발자 모시기 전쟁

서울신문 2020.8.25

"

‘개발자 모시기 전쟁’ 
네이버, 세 자릿수 채용 나선다.

더 팩트 2020.9.4

!

‘개발자 모시기 나선’ 카카오 페이.. 
특별 채용 진행

아이뉴스24 2020.11.4



About Jumpit

AS IS TO BE

후보자 증대를 위한
채용 플랫폼 멀티 사용

Tech 지식이 부족한
헤드헌터의 추천

1차 스크리닝도 어려운
후보자의

부족한 지원 서류

기업 간 개발자 영입전쟁이 치열해질수록
영입을 위한 업무 뿐만 아니라

기업관심도 증대를 위한 업무 등이 추가로 발생

업무 과중으로 인한 효율 저하

HR 노하우 Tech 지식

No.1 취업포털 사람인의 HR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 직무 및 기술 스택에 대한 전문성을 반영

개발자 특화 채용플랫폼의
전문성으로 업무 효율 증대



About Jumpit

점핏은 개발자와 인사담당자의 연결을 
IT 지식 기반으로 만들어갑니다.

개발 직무 및 기술 스택에 대한 전문성이 반영된 서비스와
Tech 지식을 갖춘 ‘점핏 헤드헌터’의 전문 컨설팅 및 인재추천을 경험해보세요.



점핏 서비스 소개

채용 확정 전까지
비용 Zero

점핏	사람인 동시게재
입사 지원자 증대

Tech 전문성을 갖춘
헤드헌터의 케어

개발자 대상의
효과적인 기업 마케팅

기술 스택으로
지원자 경력 확인HR 노하우

+
Tech 지식



1차 스크리닝도 불가능한 지원 서류

IT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인터뷰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외
별도 포트폴리오 없는 경우 대부분

스타트업
취업포털

종합
취업포털

네트워킹
사이트

‘기술스택’ 정보로 지원자 경력 확인은 확실하게
점핏은 개발자 채용 플랫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입사지원자는 지원서에 ‘기술스택’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점핏 서비스 소개



JD 컨설팅 및 분석으로
기업 채용 니즈 확인

적합한 기술 스택을 갖춘
후보자 추천

개발자 관심을 이끌
기업 브랜딩

* 사진 활용 및 직무 인터뷰

기업과 개발자 간의
고용 조건 협의

채용확정 및
사후관리

Tech 전문성을 갖춘 ‘점핏 헤드헌터’의 집중 케어
추가 비용없이 후보자 추천부터 최종 입사 확정까지 전문가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점핏 서비스 소개



점핏&사람인 포지션 동시 게재로 입사지원자 증대
사람인을 통해 입사지원한 지원자도 점핏 지원자 관리에서 한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점핏 서비스 소개

사람인 동시게재 신청방법 
!

점핏에서 포지션 등록시,
‘사람인에 공고 동시 게재’ 동의하면

추가 작업없이 사람인에 동시게재됩니다.

점핏	사람인
동시게재

One-Post Multi-Effect



개발자 대상의 기업마케팅은 쉽고 빠르게
기술 블로그/ 채용 블로그/ 개발자 데스크 셋업/ 주요 뉴스 기사 등 기업 IT정보는 한곳에서 개발자를 타겟팅하여 보여주세요.

별도의 작업없이, 노출을 원하는 콘텐츠의 링크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점핏 서비스 소개

헞�숞쩖ퟆ�옪헫�풾���헪핟믾
헞펞컪푾읺쁢�핂엕멚핊푢�



큐레이션 된 기업정보 및 포지션 정보가
점핏 첫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보여져요.

점핏 서비스 소개

!

 점핏 운영자에 의해 큐레이션 되며, 기업 IT 정보 콘텐츠가 다양할 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핏 서비스 소개

점핏은 채용 확정 전까지 모든 서비스를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비용부담 없이 이용해요



개발자 친화적 채용플랫폼
당신의 도움닫기 점핏.

02-2025-2733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help@jumpit.co.kr

이메일

biz.jumpit.co.kr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