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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 채용 페이지 운영하기: 라이프 탭 

라이프 탭을 열람하려면, 전체 페이지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라이프를 선택합니다. 운영자는 라이프 탭을 통해 회사의 

고유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타깃 오디언스가 지정된 페이지를 활용하여 각 오디언스의 LinkedIn 프로필에 따라 

맞춤형 경험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직함이나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타깃 오디언스가 지정된 페이지를 만들어 각 

보기마다 어떤 콘텐츠를 표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들기 버튼을 

사용하여 새로운 타깃 

오디언스가 지정된 

페이지를 만듭니다. 

페이지 제목을 

클릭하여 콘텐츠를 

수정합니다 

발행한 페이지의 (…) 

기호를 클릭하여 

설정 변경, 삭제, 기본 

페이지로 설정, 발행 

취소함으로 옮기기, 

복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기는 상태에 따라 

발행함 또는 미발행으로 

구분됩니다. 

미발행 페이지의 (…) 

기호를 클릭하여 설정 

변경, 삭제, 복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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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페이지 만들기 

페이지 만들기를 클릭하면, 시스템에 타깃 오디언스 설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기준을 선택하여 

페이지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총 타깃 오디언스 

예상수는 오디언스 

타기팅 조건을 

조정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염두에 둔 적합한 

지원자가 있다면 

여기에 추가하세요. 

그러면 입력한 

기준이 유사한 

오디언스를 

공략하기에 적합한지 

시스템이 

알려줍니다. 

페이지 만들기 & 저장을 

클릭하여 해당 오디언스 

타기팅을 저장하고 새 

페이지를 만듭니다. 

먼저 타깃 오디언스가 

지정된 페이지를 만들지, 

아니면 타겟층이 없는 

페이지를 만들지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선택한 기준을 충족하는 

방문자에게만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외국어, 지역, 직종, 

업계, 회사 규모, 직급 

항목을 사용하여 타깃 

오디언스를 

정의합니다. 

새 페이지가 미발행 

섹션에 추가됩니다. 

새 페이지를 클릭하여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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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페이지에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공개 버튼을 사용하여 각 섹션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페이지 미리보기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방문자 시점에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추가를 끝내면 페이지를 저장하거나 발행합니다. 

페이지를 미리보기, 

저장, 또는 발행합니다 

방문자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흥미로운 고화질 

이미지나 영상을 

추가합니다. 

공개 버튼으로 발행한 

페이지의 섹션 

공개범위를 켜거나 

끕니다. 

의미 있는 페이지 

이름을 입력하여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회사 리더를 추가하여 

방문자가 함께 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여 사진, 

YouTube 영상, 
SlideShare 

프레젠테이션으로 

방문자와 관계를 

유지합니다. 

화제인 직원글은 해당 

기능이 켜져 있고, 

회원이 채용담당자 

갤러리에 활성화된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최소 3개 이상의 

업데이트를 

LinkedIn.com 프로필에 

공유했을 때 라이프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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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한마디를 

사용하여 직원들이 

LinkedIn에 발행한 

글을 링크해 직원의 

리더십을 입증합니다. 

회사 사진을 

추가하여 방문자에게 

회사 내부의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직원들의 한마디를 

사용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분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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