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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스

브랜드 과제관 제안서

역량있는 경력직 개발자 채용을 위해 프로그래머스가 직접 
과제를 출제하고 평가하여 선별된 개발자를 매칭해드립니다.

경력직 개발자 채용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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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과제관은 기업회원을 위한 과제를 프로그래머스가 

출제&평가하고, 인사담당자는 역량있는 개발자만 검토하여 

채용 과정을 효율화 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채용 서비스입니다.

브랜드 과제관 소개 

2. 역량있는 개발자 이력서 전달
과제로 선발된 역량있는
개발자의 이력서만 검토

프로그래머스 브랜드 과제관

역량있는 경력직 개발자 
채용에 효과적인 채널

1. 과제 테스트 출제 및 평가
실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과제 출제 및 평가



서류 전형 전에 과제 테스트를 통해 개발자의 

실력과 역량을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과제관 차별화 - (1) 과제 운영 프로세스 

1. 불필요한 이력서 검토 발생
2. 채용 비용 증가

1. 실력있는 개발자만 선별해서 검토
2. 채용 과정 효율화

“브랜드 과제관”

After

2. 이력서 검토

3. 면접

1. 이력서 검토         

Before

2. 코딩 or 과제 테스트 발송

3. 테스트 결과 리뷰 요청 및 검토

4. 면접



과제 출제와 평가 까지 프로그래머스가 진행합니다. 

기업회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업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합니다.  

브랜드 과제관 차별화 - (1) 과제 운영 프로세스 

1. 기업회원의 요구사항을 분석

2. 실제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제 출제

3. 리뷰어가 테스트 결과 평가 및 리뷰

당근마켓 과제 사례



브랜드 과제관에서 과제 테스트를 통해 

경력직 개발자의 실력과 역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과제관 차별화 - (2) 지원자 모집 프로세스 

1. 과제 테스트로 상위 5% 지원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2. 코딩 테스트로 하위 30~50% 지원자를 
     스크리닝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공고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과제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여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브랜드 과제관 차별화 - (2) 지원자 모집 프로세스 



지원자의 과제 리뷰를 이력서에 첨부하여 전달하므로 

인사담당자도 역량있는 개발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과제관 차별화 - (3) 과제 리뷰가 첨부된 이력서    

프로그래머스 이력서 + 코드 뷰어 + 시뮬레이터 + 과제 호스팅 서버 제공



브랜드 과제관 프로세스

역량있는 경력직 개발자 채용을 위한 과제 출제 및 평가는 

프로그래머스가 합니다. 이제 선별된 이력서만 검토하세요. 

● 일정기간 동안 상시로 지원 접수
● 과제 평가하여 경력직 개발자 선별
● 프로그래머스 이력서에 코드 리뷰와 함께 과제 테스트 첨부
● 기술 매칭 기능으로 이력서 전달

● 매칭 가능한 채용공고 등록
● 프로필 확인 후 지원자에게 직접 면접 제안
● 후보자 진행사항 프로그래머스에 실시간 반영

공고 등록 이력서 검토 및
 면접 진행

프로그래머스가 진행

과제 리뷰 첨부 
이력서 전달

과제 출제/
평가

기업회원이 진행



브랜드 과제관 비용 안내

직무 1개 진행

          브랜드 과제관 과제 평가 진행 및 공고 게시
비용 및 진행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문의바랍니다.

 제공서비스
     - 프로그래머스에서 과제 출제 / 테스트 운영 / 평가 진행
     - 테스트 결과 리뷰를 첨부하여 역량있는 프로그래머스 이력서만 전달
     - 프로그래머스에서 최종 합격자에게 사이닝보너스 50만원을 지급 



그렙 ㅣ 프로그래머스 (회사소개)

프로그래머스는 개발자 평가와 채용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개발자 전문 매칭 플랫폼입니다. 

개발자 최다보유
(회원수 33만명 / 일 평균 2~3만명 방문)

채용 서비스 이용 기업
(프로그래머스 이용 고객사)

역량 검증 시스템
(코딩 테스트 및 과제로 개발에 특화된 채용 기능)

335,000+
프로그래머스 개인회원 

(2021년 7월 기준)

1,300+
고객사 

(2021년 7월 기준)

420,000+
코딩테스트/코딩대회 응시인원 

(2017 ~ 2021년 기준)



레퍼런스

프로그래머스 채용 서비스는

언텍트 시대에 최적화된 

국내 최고의 개발자 채용 & 평가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문의 및 담당자 정보

담당자 : 박세희 (채용서비스팀 Recruiting Manager)
전화번호 : 010.9846.9683
이메일   :  sei@grepp.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