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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힘든 구직자와


채용이 힘든 기업


획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 채용동향

심화되는 구인난

구직자 기업

평균 구직기간 10개월

취업비용 378만원

평균 채용기간 3개월

채용비용 6,240만원

**인력부족 기업 43.4%

필요인원 대비 채용인원 평균 86.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도 [참 괜찮은 중소기업] 하반기 채용동향조사 결과보고서 

중

*청년 고용률 45.1%

청년 실업자 23만 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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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와 기업간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능력있는 인재와 좋은 기회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용 불균형의 해결책

잡다매칭

AI추천매칭 서비스

잡다매칭

“나에게 맞는 기업일까?”

능력있는 인재

좋은 기회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일까?”

구직자 기업



AI추천매칭 플랫폼

잡다매칭

자기소개서, 이력서 키워드 기반의


조건 매칭에서 벗어나


역량/기술/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에 딱 맞는 인재를 찾습니다.

서로를 알 수 없는 이력서나 기업정보가 아닌,

역량과 기업문화로 인재와 기업을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잡다매칭 페스티벌 서비스 소개서

진짜를 알 수 없는

스펙에서 벗어나,

� 채용 전까지 알 수 없는 구직¢

� 지원자 숫자와 스펙으로 줄세우°

�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찾기 어려�

� 형식적인 서류검토 작업

� 면접 전부터 역검(AI역량검사)로 역량을 검Ú

� 성과를 만드는 역량기반 인재 매Ì

� 지원자의 선호조건이 반영된 매Ì

� 공고등록 즉시 인재와의 만¿

� 채용의 본질에 집중한 매칭 프로세스

학력 / 스펙 / 자소서 중심 채용 역량 중심 잡다매칭

올바른 연결로

능력있는 인재와 좋은 기업을 잇다.

역량 기술 지식



잡다매칭 페스티벌 서비스 소개서

신뢰도 높은 역검으로

지원자를 정확하게

50만명 이상이 응시한 역검은


성과와의 상관계수가 0.42로


미국 고용노동부 기준


매우 유용한 평가지표입니다.

500,000+2021년 기준

역검 누적 응시자 수

검증된 역검의 신뢰성

인재 평가 유용성 만족도

역검 동영상

역량 점수

93%

90%

역검의 유용성
잡다매칭 시범서비스 참여기업


71사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역검(AI역량검사)

국내 타 인적성 검사 평균
(J검사/K검사/V검사)

면접 전형

82% 34% 10%타기업 검사 대비 약 250%


높은 고성과 예측 타당률

고성과 예측 타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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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매칭으로

채용을 쉽고 빠르게

채용홍보, 서류검토, 인재검증 없이


기업에 꼭 맞는 인재를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기존 채용

6~7주

~1주

잡다매칭

포지션 등록하면 인재풀에서 딱 맞는 지원자를  

빠르게 찾아주는 매칭 프로세스

기업에 딱 맞는 인재를 찾는


역량(역검)/기술/지식 정보
포지션 등록만 해도 채용공고 자동완성


+ 추천인재에게 찾아가는 채용공고

기업에 딱 맞는 인재를 알려주는


잡다추천 알고리즘

지원자의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ATS 매칭 시스템

역검으로 검증이 완료된 인재와


바로 만날 수 있는 면접제안 

채용공고 작성 홍보 서류 검토 지원자 검증 면접 채용(합격자 발표)

매칭 포지션 등록 면접제안 채용잡다매칭에서는 즉시 추천!

1일 1일

3일 3주 1주 1주 1~2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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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의 15만 구직자가

ATS 매칭 시스템과 함께 잡다


(구직자 서비스)

잡다매칭은 서비스 런칭 5개월만에


15만명의 구직자가 가입한  잡다  와


국내 600개 이상의 기업이 사용중인


역검(AI역량검사)  이 함께합니다.
구직자의 마음을 잡다

잡다 일 평균 방문자 수

2022.02.기준

잡다 구직자 회원 직무 선호도

기업문화 등록 기업 수

잡다 구직자 회원가입 수

10,000명

1,238개

150,000명

21.08 21.09 21.10 22.01

잡다 출시

7.6만

13만

15만

경영기획/지원

생산/유통/품질

의료/보건

영업

홍보/마케팅

it서비스

연구/개발

건설 엔지니어

금융/보험

서비스/고객지원

디자인

22%

14%

11%

11%

11%

9%

8%

4%

4%

3%

3%

역검으로 만나는

진짜 인재

역검 활용 기업 수

역검 누적 응시자 수

600사 +

500,000명 +

역검

(AI역량검사)

면접대상자 선발 사유

역검 46%

경력 36%

학력 9%

포트폴리오 9%



잡다매칭 페스티벌 서비스 소개서

잡다매칭 페스티벌의

특별한 3가지 혜택

잡다매칭 페스티벌에서 


기업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칭잡다에만 존재하는 기회를  

지금 바로 잡아보세요.

1

2

3

인사담당자 잡다매칭 담당자

공채 진행시 평균 비용

경쟁사 1인당 평균 수수료

6,240만원

400만원

100%

매칭성공 보장

잡다매칭을 활용한 채용,


잡다매칭 페스티벌에 한해 무료로 진행됩니다.

채용 비용 무료!

매칭 성공을 위한 책임매칭제!
매칭 실패가 발생하지 않게 매칭잡다가


지속적인 협력으로 책임매칭을 진행합니다.

처음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잡다매칭이


담당자 배정을 통해 밀착 기술지원을 진행합니다.

참여기업을 위한 밀착 기술지원!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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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생생한 성공 스토리

잡다매칭 시범사업 ‘취업잡다’의


고객사 VoC 결과 90% 가 만족했습니다.


인사담당자와 구직자의 생생한 이야기,


실제 성공 사례를 확인하고 참여하세요.

잡다매칭 시범사업

합격자 인터뷰

잡다매칭 시범사업

인담자 및 합격자 인터뷰

잡다매칭 시범사업

홍보 영상

역검 전형

합격자 인터뷰

지금 바로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https://youtu.be/9Kvr2hw1iu4
https://youtu.be/mCAq__UrLLk
https://www.jobda.im/getjob/194
https://www.jobda.im/getjob/189


가입 단계

참여 신청서 제출 잡다매칭 서비스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1

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발송되는 웰컴메일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기업 가입 신청2

가입 승인된 계정과 별도로 발송되는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일괄 가입 승인3

사후 관리

만족도 조사 참여 이메일로 발송된 URL을 통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7

매칭 단계

채용 스페이스 및 채용스페이스 개설, 기업 설정, 포지션 기술서 등록을
4

상세 가이드 및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완료해 주세요.매칭 포지션 등록

딱 맞는 추천인재에게 면접제안 및 평가를 진행해 주세요.매칭 인재 확인 및 검증5

잡다매칭 페스티벌로 인재 영입 성공!6

잡다매칭 페스티벌 서비스 소개서

잡다매칭 페스티벌

프로세스

잡다매칭 페스티벌의 진행을 위해


전체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잡다매칭 페스티벌
능력과 기회가 만나는 곳. 잡다

이메일 문의 matching@midasone.ai

기업 계정 가입 https://match.jobda.im/sign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