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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후보자에게 메시지 보내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이 있고 해당 프로젝트가 채용공고 후보자를 포함한다면, 하이어링 매니저 

라이선스로 후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후보자 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 기능으로 채용관리자 워크플로우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저장된 후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프로젝트 내 파이프라인 전용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파이프라인 내 후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프로젝트 액세스 권한을 

보유한 경우 프로젝트의 인재풀 섹션에 있는 후보자 탭에서 후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액세스 권한이 필요할 경우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후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후보자 프로필 옆의 봉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러 후보자에게 메시지 보내기: 

1. 메시지를 전송하려는 후보자 

프로필 옆의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2. 상단의 Message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아무 데서나: 

1.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여 

슬라이드 프로필 패널에 

액세스합니다. 

2. 봉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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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전송하기 

특정 후보자에게 해당 직책이 적합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메시지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응답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인맥 기회가 향후 다른 훌륭한 후보자와의 1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수사례 구현 

InMail 메시지 작성 시: 

• 첫 메시지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 일상 대화에서 쓰이는 열정적인 어조를 사용합니다. 

• 후보자의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는 데 집중합니다. 

• 후보자의 프로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신자의 경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메시지 또는 템플릿을 커스텀으로 

생성합니다. 

• 첫 메시지에서 Job Description 을 공유하거나 이력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수신자가 채용공고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이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인재 추천을 요청합니다. 

채용관리자 또는 

채용팀이 생성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모든 메시지에 

커스텀 서명을 

삽입합니다. 

메시지 제목은 짧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향후 사용을 위해 현재 

메시지를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후보자의 이름이 자동으로 

메시지에 입력되도록 

변수(이름, 성, 또는 전체 

이름)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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