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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스챌린지서비스는?

프로그래머스챌린지는개발자블라인드채용서비스입니다.

개발자모집과평가를통해개발자채용을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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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스채널을통한

홍보와접수지원자증가

모집

+ 프로그래머스테스트를통한
정확하고효율적인개발역량검증

평가



프로그래머스

프로그래머스에서접수페이지를통해개발자

를모집하고정확한평가를통해선별합니다.

기업

기업에서선별된역량있는개발자를대상으로

채용전형을진행할수있습니다.

STEP�3 STEP�4

채용전형 개발자
영입

모집과접수
개발자평가
(코딩테스트/
과제테스트)

STEP�1 STEP�2

서비스기대효과

프로그래머스챌린지는

기업채용전형의전단계에서기업이필요한 개발자를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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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스챌린지가필요한기업

프로그래머스챌린지는

인재찾기와역량검증,�개발자채용브랜딩이어려운기업의개발자채용을해결할수있습니다.

0.60%2.80%4.40%5.60%
9.40%

19.40%

30.60%

41.10%

70.60%

기타채용공고작성관련부서소통지원자소통포지션마케팅포지션지식부족회사마케팅지원자역량검증적합한인재찾기

(출처 : Programmers Recruiting Survey 2021)

국내기업개발자채용의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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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커리어플랫폼프로그래머스

프로그래머스는개발자를위한다양한컨텐츠와서비스를보유한

국내유일의개발자커리어플랫폼입니다.

프로그래머스채널을통해개발자채용성과를극대화할수있습니다.

역량개발

ㆍ테크피드

ㆍ실력체크

ㆍ코딩테스트연습

ㆍ프로그래밍강의

개발자채용

ㆍ채용공고

ㆍ탑프로그래머스

ㆍ챌린지

ㆍ데브매칭

개발자평가

ㆍ코딩테스트

ㆍ실무형과제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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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스채널의강점

프로그래머스는일평균2~3만명의개발자가방문하는사이트로

개발자타켓의효과적인홍보채널입니다.

프로그래머스

개인회원수

42만명

(2022년 4월 기준)

프로그래머스

일최대방문자

2~3만명

(2021년 7월 기준)

프로그래머스

테스트누적인원

42만명

(2021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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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스서비스의강점

프로그래머스의우수한시스템과서비스로

챌린지전과정을통해안정적으로높은효과를경험할수있습니다.

편의성

(모집과 관리)

기술력

(안정성)

전문성

(정확한 역량검증)

공정성

(부정행위방지)

§ 모집과평가를통합하여해결

§ 개발자대상강력한홍보채널
§ 별도설치없이테스트관리와

응시가능한웹기반테스트

솔루션

§ 최대 20,000명까지테스트

안정적으로동시접속가능

§ 기업요구사항에맞춘문제제작

가능

§ 코딩테스트문제출제 :

프로그래밍, SQL�등

§ 실무형과제테스트출제 :

웹과제(백엔드, 프론트엔드)

앱과제(IOS,�Andriod)

§ 머신러닝, Data�Science�과제

§ 온라인감독기능

§ 다중접속차단

§ 코드복사붙여넣기차단

§ 코드유사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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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접수경력분포(예시)

준비된신입부터 10년차 개발자까지다양한연차의개발자가지원합니다.

특히 신입부터 5년 이하주니어경력개발자대규모채용에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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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6%
18%

14%

6%
4% 3%

1% 1% 1%
3%

신입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차이상

2021 A그룹 챌린지연차분포예시

신입-5년 경력 89% 6-10년 경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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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서비스유형

기업의필요한직무와유형에맞게 챌린지프로세스를정할수있습니다.

빠르고효율적인개발자모집과평가를통해 3주 안에채용전형대상자를선발할수있습니다.

코딩테스트
챌린지

(3~4주 소요)

TYPE�1
프로그래머스

접수
코딩테스트 기업채용전형

과제테스트를통해실무전문성을파악하여보다적합한개발자를찾아낼수있습니다.

(추천직군 :�웹개발,�모바일개발,�DS)

과제테스트
챌린지

(5~6주 소요)

TYPE�2
프로그래머스

접수
코딩테스트

(생략 가능)

과제테스트

과제리뷰
기업채용전형



과제테스트챌린지는상위 5% 지원자를선별하는데유용

코딩테스트챌린지는하위 50% 지원자를선별하는데유용

과제테스트로
상위 5%�지원자를
구별할수있습니다.

코딩테스트로
하위 50%�지원자를
스크리닝할수있습니다.

코딩테스트와과제테스트의목적

챌린지평가단계에서채용목적에맞게

코딩테스트와 과제테스트를 통해개발자를 정확하게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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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테스트에서프로그래밍테스트,�SQL테스트 객관식/주관식,�서술형 테스트를구성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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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스챌린지코딩테스트

코딩테스트는대규모응시자를빠르고효율적으로

코딩기본실력을평가하는데최적화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래밍 SQL

코딩언어를통해문제를해결하는테스트입니다.��문제를 해결하

는능력,�적절한알고리즘/자료구조를선택하는능력을포함하여

프로그래밍기본기를파악하는데좋습니다.

지원자에게실무에서특정데이터를추출해야하거나입력/수

정해야하는상황을주고,�그에 맞는효율적 SQL�명령문을작

성할수있는지평가하는테스트입니다.

객관식

객관식문제를활용하면직무에대한지원자의지식수준또는범위

를퀴즈형태로파악하는데에좋습니다.

서술형

서술형문제의경우답변을통해지원자의논리전개방식및커

뮤니케이션역량을평가할수있습니다.



실무역량테스트웹백엔드/프론트엔드개발,�앱개발,�머신러닝 과제를통해직무에대한실무역량을검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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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스챌린지과제테스트

과제테스트는현업에서직면하는프로젝트와유사한과제로

실무전문성을확인할수있습니다.

웹과제테스트(백엔드/프론트엔드) 앱과제테스트(IOS/Android)

지원자는주어진백엔드/프론트엔드기능명세를모두만족하는웹

애플리케이션을개발해야합니다.�지원자가제출한소스코드를 별

도설치없이실행할수있으며서버로그등을확인할수있습니

다.

주어진앱개발요구사항을토대로,�앱 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

는과제입니다.�지원자가별도설치없이실행할수있으며코

드유사도,�서버로그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데이터사이언스

Jupyter환경을활용해지원자가제출한소스코드를자동채점해

서보여주고,�웹에서바로실행할수있습니다.��지원자는주어지는

방대한양의데이터를가공하여,�의미있는정보를도출하는과제

를낼수있습니다.�

머신러닝

제시된요구사항에맞는기계학습알고리즘을작성해야하는

과제로구성됩니다. 이 역시 Jupyter�환경을활용해지원자가

제출한소스코드를웹에서바로실행합니다.�별도의다운로드

를받을필요가없습니다



챌린지과제테스트리뷰서비스

역량있는개발자채용을위한

모집과평가전과정은

프로그래머스가합니다.

프로그래머스챌린지를통해

선발된응시자에게만

이력서를요청하세요.

프로그래머스가진행 기업회원이진행

과제 리뷰

/평가

개발자 모집

개발자 테스트

이력서 검토

및

면접 진행

이력서

자체 접수



챌린지제공서비스

• 챌린지진행프로세스

• 챌린지세부진행절차

• 코딩테스트출제범위

• 과제테스트출제범위

• 접수페이지

• 메인페이지배너

• 챌린지진행단계

• 챌린지접수방법

• 챌린지접수가능정보

• 부가서비스



챌린지진행프로세스

기업의자체채용전단계전까지역량있는면접대상자를선발하기위한준비과정입니다.�

모집준비와직무에맞춘문제출제부터개발자선발까지약 2개월이소요됩니다.

진행일정확정 출제 페이지개설
준비

페이지오픈
및접수진행

결과발표

*1.5~2달전
논의필요

이력서요청 면접 채용

프로그래머스 챌린지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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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스챌린지단계

출제내용협의

출제문제점검

컨텐츠준비
(배너이미지,
전형 상세내용)

테스트
(코딩테스트/
과제테스트)

과제리뷰
(백엔드,프론트엔
드과제,앱과제)

코딩테스트/
과제테스트
합격자선정

기업채용단계



챌린지세부진행절차

각단계별세부소요기간및세부내용은기업과협의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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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소요기간 세부내용

문제 출제 협의 2개월 문제유형,�난이도 및 문항 구성 사전 협의 진행

챌린지 페이지 오픈 준비 3주
챌린지,테스트 일정 및 세부 채용 공고페이지 작성

챌린지 배너 이미지 및 텍스트 준비

챌린지 페이지 오픈 및 접수 2주
접수기간:�최대 14일 가능

*근무시간 10~18시 내 페이지 오픈 및 접수 마감 가능

1차 코딩테스트 실시 2시간
알고리즘,�SQL�3~4�문항 구성

지원 별 사용언어 다르게 설정 가능

2차 과제테스트 실시 4~5시간
백엔드 과제, 프론트엔드 과제, 앱과제, 머신러닝/DS�진행 가능

*1개의 챌린지에서 최대 2개 과제프로젝트 진행 가능

과제 테스트 평가 진행 1~2주 지원자 수에 따라 일정 협의 필요

합격자/�불합격자 발표 1일 합격자/불합격자 단체 안내메일 발송



코딩테스트출제범위

기본코드작성능력부터알고리즘과SQL�이해력을검증할수있는

다양한유형의문제출제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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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문제 SQL

직군

웹,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보안 등 기타

데이터 엔지니어 게임
네비게이션 및 지도

제작
시스템 / 네트워크

서버/백엔드

풀스택

데이터 관련 직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문제유형
해시,정렬,완전탐색,

DFS/BFS

스택/큐

힙(Heap)

탐욕법,�그래프

힙(Heap),�DP

그래프,�탐욕법

DP
스택/큐힙

적정 난이도 레벨1~3 레벨1~3 레벨1~3 레벨1~3 레벨1~3 레벨3~4

코딩테스트 문제 유형



과제테스트출제범위

기업채용방향에맞는웹개발,앱개발,머신러닝/DS의실무역량을검증할수있는

과제의설계와평가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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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테스트 문제 유형

Web�과제

백엔드(Back-end) Java(Spring�boot),�JavaScript/TypeScript(NodeJS),�Python(Django,�Flask)

프론트엔드(Front-end) JavaScript/TypeScript,�React/Vue

App�과제

앱(Ios) Swift

앱(Adroid) Java,�Kotlin

머신러닝/DS과제 AI/DS직군

선호하는 데이터 타입(다중 선택)

• 숫자형 데이터
• 텍스트 데이터(문자열,�정규표현식 등)
• 이미지 데이터
• 범주형 데이터(categorical)
• 시계열 데이터

선호하는 문제 유형(다중 선택)

• 전처리
• 집계
• 시각화
• linear�regression
• classification



접수페이지

(프로그래머스개발자채용페이지의

챌린지카테고리에오픈)

프로그래머스에서기업단독

챌린지접수페이지가개설됩니다.



메인페이지배너

메인페이지 상단배너영역에노출

챌린지접수기간동안

프로그래머스메인페이지에

배너광고가오픈되며

가장주목도높게노출됩니다.



챌린지진행단계

챌린지참여자는접수와테스트응시를 동일한접수페이지에서

편리하게접속하여진행할수있습니다.

*기업의필요한직무와유형에맞게필요한정보를선택하여접수절차진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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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접수하기
기본정보
입력

추가정보
입력

접수완료

프로그래머스
로그인

챌린지페이지내
접수하기클릭

지원직무, 이름, 이메일등록
(프로그래머스이력서등록

으로변경가능)

추가정보기입
(휴대폰번호등)

접수완료

로그인 테스트입장 시험환경설정 테스트진행 테스트완료

프로그래머스
로그인

챌린지페이지내
테스트입장클릭

챌린지테스트
진행

테스트완료

챌린지

접수 단계

(사전)

챌린지

테스트 단계

(당일) 테스트이용동의
체크및환경설정



챌린지접수가능정보

기업의요청사항에따라지원자입력정보항목을구성할수있습니다.

또한 이력서접수를희망하실경우이력서제출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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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기본 정보(이름/이메일) 예시2 추가 정보(기업 설정 가능) 예시3 이력서 항목



Pricing

• 챌린지금액안내



구분 제공항목 금액(VAT별도)

접수페이지 챌린지접수페이지개설
5,000,000원

(최대 14일오픈)

광고비 메인페이지이미지게시 (부가서비스 :�카카오플러스친구채널홍보)
4,000,000원

(최대 14일 오픈)

응시비

챌린지시험응시비 (코딩테스트/과제테스트)
8,500,000원 / 10,000,000원

(500명 이하고정액)

챌린지 시험초과응시비(1인기준)
6,000원 / 8,000원

(코딩테스트 / 과제테스트)

온라인감독기능옵션 (시험시간 1시간 / 1인 기준) 5,000원

인건비

시험총괄운영및장애대응 PM (직원 1인)
250,000원(투입시간 4시간이내)

350,000원(투입시간 4~8시간)

실시간상담 (스태프 1인) 30,000원(투입시간 1시간기준)

감독관(외부인력 1인) 30,000원(투입시간 1시간기준)

신규문제

출제
코딩테스트및과제테스트(알고리즘, SQL,�DS문제) 별도 문의

과제평가 정성평가(개발자리뷰) 별도 문의

챌린지금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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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응시비는코딩테스트와과제테스트를합산한총응시인원이 500명을초과할경우적용됩니다.

• 대량인원금액은별도문의를주세요.

• 최소이용인원은 500명입니다.



부가서비스

카카오플러스친구채널홍보

메일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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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플러스친구

2,000명이 넘는 신입, 경력 개발자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챌린지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단체메일링

테스트 안내,�합/불합격자 메일 일괄 발송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서

편리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챌린지시안제작규정

• 챌린지시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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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시안제작규정

챌린지타이틀가이드

챌린지타이틀은챌린지진행연도,�기업이름(또는서비스이름),�챌린지라는단어를반드시포함해야합니다.

타이틀은최대두줄까지사용가능하며한줄당최대글자수는띄어쓰기포함 11자입니다.

사용가능한타이틀예시

• 2021�그렙 개발 챌린지
• 2021�그렙 채용 챌린지

• 2021�그렙 블라인드 채용 챌린지
• 2021�그렙 프론트엔드 개발자 채용 챌린지

• 2021�프로그래머스 프론트엔드 개발 챌린지

금지된타이틀예시

• 2021�개발자채용 No.1�그렙 채용 챌린지
• 2021�개발자를 위한 최고의 기업 그렙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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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시안제작규정

챌린지타이틀및배너금지사항

그렙심의과정에서아래의사항에해당되는경우승인이되지않을수있습니다.

배너텍스트규정

• 성차별,�인종차별,�세대차별 등을 내포하는 표현
• 특정 인물이나 특정 기업을 명시적,�암묵적으로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내용
• 과장된 수식어 또는 최상급 수식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1위,�No.1,�최고 등)
• 그 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상기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너이미지규정

•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미지
• 시각적인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사용자에게 혼란,�혐오감 등을 줄 수 있는 이미지
• 업종에 따라 광고 심의 번호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예:�금융)



챌린지시안제작규정

메인배너,�SNS�공유용,�썸네일사이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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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페이지오픈을위해메인배너,�SNS�공유용,�썸네일이미지를준비해주세요.

챌린지배너는아래의배너제작가이드파일을다운로드하여제작합니다.

구분 메인배너 SNS�공유용 썸네일 이미지

위치 접수 페이지의 메인 배너 페이스북 등 SNS 지원 시 지원현황에 표시 이미지

사이즈 2600x600px 1200x628px 224x128px

제작 가이드

프로그래머스 챌린지 배너 제작 가이드(메인배너/SNS공유배너/썸네일)�PDF�다운로드

프로그래머스 챌린지 배너 제작 가이드(메인배너/SNS공유배너/썸네일)�AI�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1s7lvzp7XpreL2iPWdMKBkPrEGhJMW5r/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4J384t5r-p6KDfDlpvY3GIQmkFICX0cN/view?usp=sharing


챌린지시안예시

메인배너

• 위치 : 접수 페이지의 메인 배너
• 사이즈 : 2600x600px



프로그래머스 …

SNS공유용이미지

• 위치 : 페이스북, 카카오, 트위터 등 참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 공유하 경우 메시지의 첨부 이미지
• 사이즈 : 1600x628px

프로그래머스 …

예시 실제 적용 사례

챌린지시안예시



썸네일이미지

• 위치 : 지원 시 지원현황에 표시 이미지
• 사이즈 : 224x128px

샘플 시안 예시 실제 적용 사례

챌린지시안예시



career-manager@programmers.co.kr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