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브릿지
기업 이용 안내서



주요 서비스소개



A1. 인턴 공고 신청하기

인턴공고신청
인턴 직군에 대한 무료공고 등록

공고 등록 확인 후인재 찾기에 대한 비용 없음



A2. 인재 매칭 서비스

인재매칭서비스
‘인재매칭 서비스’ 요청설문지 작성 및 이메일 문의 (hello@jobbridge.co.kr)

확인 후, 해당서비스에 대한계약서 작성
작성 후 요청직군에 대한 지속적 인재 추천
추천 받은 인재에 대한면접 및 채용 진행



A3. 인재 열람

인재열람
해당 구인공고에 따른 다양한 분야 경력자들에 대한 외국인 인재 프로필페이지

필터 기능으로 세부검색 가능



주요 서비스메뉴 소개



M1. 공고 리스트

1. 상단의공고리스트를클릭합니다

2. 직군에대한필요조건을간략히확인할수
있으며, 클릭시세부내용을확인합니다

3. 공고세부내용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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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외국인 프로필

1. 상단의외국인프로필을클릭합니다

2. 특정외국인프로필선택하여
• 세부정보확인및이력서다운로드

3.    세부프로필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1

2

3



M3. 커뮤니티 (Forum)

1. 상단의커뮤니티를클릭합니다

2. 보고싶은특정게시글을클릭합니다

3. 세부내용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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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잡브릿지 소개(About us)

1. 상단의 ‘잡브릿지 소개’를클릭합니다

2. 서비스 및 세부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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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및 절차안내



1. 기업 회원가입

오른쪽기업회원클릭 양식작성후, ‘기업가입완료’ 클릭하여가입완료



계정입력후 ‘sign-in’ 클릭 우측상단아이콘클릭하여
‘Mypage’ 클릭

2. 가입 후 기업 정보 등록



3. 기업 정보 등록

‘+’ 클릭하여기업등록진행

좌측메뉴 ‘기업정보’ 클릭



3-1. 기업 정보 등록 (계속)

※회원가입양식에따라작성
합니다.

• 가입양식에 * 항목은 꼭
입력해주세요

• 설립일 작성
(YYYY/MM/DD 순)

• 사업자등록증 업로드(pdf, 
jpg)

• 주소 검색으로 회사 주소
등록

• 회원 가입양식 작성이 끝나면
‘등록’버튼을클릭하여 기업
등록을 끝마치세요



3-2. 기업 정보 확인 및 공고 등록 신청

최종내용확인후 ‘채용공고등록’ 
클릭하여공고등록진행



4. 채용공고 작성

• 근무지역 입력
(회사주소와 동일하다면, 
‘기업회원 정보와 동일’ 
선택)

• 채용기간 선택 (항시
채용인 경우, ‘상시모집’
선택)

• ‘임시저장’ 하여 추후
공고작성이 가능합니다

• ‘등록’ 클릭하여 공고
등록

(관리자가 최종 내용 검토 후
게시합니다)



4-1. 최종 공고 내용 확인 & 공고 게시 확인

1. 작성한 최종 공고 내용
확인

2. 최초 ‘등록대기’ 에서
관리자 승인 후 ‘채용중’
상태 변경

3. 공고 리스트 내 게시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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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채용공고 목록 확인

* 해당목록에따른내용확인

• 번호

• 채용공고명

• 채용직종

• 모집기간

• 지원자

• 공고상태



4-2-1. 채용공고 내 기능 활용

1 2 3

1.  채용 마감
• 공고에 대한 채용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면
클릭하여 공고를
마감하세요

2.  채용기간 변경
• 기간에 대한 변경을

원하시면 클릭하여
마감일자를 선택하고
‘등록＇클릭하여 일자를
수정하세요

3. 목록
• 채용공고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5. 공고 지원현황 확인

1. 지원자필터기능
- 필터로 해당자만 간편확인

a. 공고제목
b. 나이
c. 성별
d. 국적
e. 비자 종류

2.   지원자리스트확인
- 이름클릭하여 세부 프로필 확인

a. 이름
b. 지원공고명
c. 지원일자
d. 비자
e. 지원상태
f. 메시지

3.  지원상태변경
- 변경클릭하여 지원상태 갱신

a. 서류합격
b. 최종합격
c. 최종탈락

4.  메시지
기업 담당자와의 메세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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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레딧

• 크레딧은 잡브릿지에서 사용 되는
화폐 개념입니다.

• 크레딧을 통한 인재열람을 하거나
구인공고를 등록 할수 있습니다.

구매할크레딧패키지를결정하여
‘구매하기’ 클릭

결제방식을선택하고 ‘크레딧구매하기’ 
클릭하여결제



7. 1:1 문의

1.  1:1 문의클릭후글쓰기 2.  문의내용작성후 ‘등록‘
3.  문의상태와답변유무확인 4.  답변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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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y community

커뮤니티활동내역확인페이지입니다

• 게시 글 제목
• 조회수
• 좋아요 / 싫어요 개수
• 댓글
• 게시 일자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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