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

참여기업 혜택 안내

운영기간 : 2021.09.27 ~ 11.05 (*기한 내 채용공고 상시 등록 가능)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은 문정비즈밸리 우수 기업들의 채용공고와 기업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공동채용관입니다. 전문채용관 입점을 통해 다양한 구인홍보
혜택과 기업홍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기업혜택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기업들의 실시간 채용공고를 한 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잡코리아 ID만 있다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해요.
채용관에 적용되는 광고혜택으로 구인시 부담을 덜어드려요.

무료 채용공고
등록 및 홍보
잡코리아 상단 채용광고 적용

문의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47-4927 / ▶ 333glory@songpa.go.kr

잡코리아 매체광고팀
☎ 02-3466-5440 / ▶ hannahkim92@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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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1

유료 채용광고 지원(공통 광고)
잡코리아 채용광고/배너광고
*운영기간(2021.09.27 ~ 11.05)동안 상시게재

잡코리아 사이트의 집중도 높은 지면에 배너를 게재하여 채용관을 홍보합니다.
참여기업은 채용관 홍보를 통해 간접 채용광고 홍보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상단 채용광고 상시 적용
잡코리아 채용광고 지면 중 상단, 고정형 채용광고 적용

잡코리아, 알바몬 사이트 배너광고
메인 및 서브 전 지면 배너광고 진행(PC/모바일)

취업전문 매체활용 광고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전문 매체를 활용하여 채용관을 홍보합니다.

SNS 타겟광고

구직자 타겟메일

네이버 키워드 광고

취업카페 홍보

블로그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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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2

개별기업 채용지원

핵심채용관 채용광고 지원
개별기업 채용공고에 직접 적용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채용광고] 를 제공합니다.

잡코리아 개별기업 채용지원

상

품 : 핵심채용관 채용광고 지원 6일

신청대상 : 기업선정 후 제공

잡코리아 내 채용공고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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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3

인재검색 서칭서비스 지원

채용광고 및 인재검색 서칭서비스 지원
기업에서 직접 인재를 확인하고 구직자에게 면접을 의뢰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인재검색 서칭서비스]를 무료 제공해드립니다.

잡코리아 인재검색 서칭서비스

상

품 : 인재검색 60건 (30일 사용가능)

신청대상 : 기업선정 후 제공

- 서칭 서비스 추가 적용은 사용 중인 서칭 상품의 건수를 모두 소진하거나
이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이용방법

>
01. 인재정보에서

>
02. 이력서 확인

이력서 검색
직종, 경력, 지역 등의
채용 조건에 맞는 이력서 검색

03. 구직자에게
입사제의

열람을 원하는 인재에게
[서칭서비스 적용] 버튼 클릭

연락처 확인 후,
구직자에게 연락하여 입사제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