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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프로필 검토 

채용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한 리크루터 라이선스를 보유한 다른 팀원이 리크루터에서 찾은 프로필에 대하여 

채용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중인 직책에 대한 소싱이나 향후 기회를 위한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을 할 때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이메일을 LinkedIn 계정에 추가하고 기본 이메일로 지정 
팀원이 검토를 위해 채용관리자에게 프로필이나 프로젝트를 공유하면, 기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LinkedIn 계정에 업무용 이메일을 추가하고 기본 이메일로 지정하여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의 이메일 알림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LinkedIn.com으로 로그인합니다. 

2. 프로필 사진을 클릭한 다음 Settings & 
Privacy를 선택합니다. 

 

3. Sign in & security를 클릭합니다. 

4. Account access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5. Email addresses 옆에 있는 Change를 

클릭합니다. 

 

6. Add email address를 클릭하여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추가합니다.  

• 참고: 업무용과 개인용 이메일을 

포함해 LinkedIn 프로필과 관련된 

이메일 주소를 여러 개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Make primary를 클릭하여 알림을 

전송받을 이메일 주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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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프로필에 대한 피드백 제공 

아래의 단계를 따라 공유된 프로필을 손쉽게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팀원이 후보자리드의 검토를 요청하면, 

LinkedIn 설정 목록에 있는 기본 이메일 

계정으로 해당 요청이 전송됩니다.  

Give feedback을 클릭하여 검토 과정을 

시작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 정보는 요청자와 추가 설명 

또는 안내를 표시합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채용 중인 업무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See details를 클릭합니다. 

우측에는 수신한 전체 요청의 시간별 목록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제출하면 목록에서 해당 

프로필이 삭제됩니다. 

평가를 선택하여 피드백 

과정을 시작합니다. 

후보자의 전체 LinkedIn 프로필이 제공되어 

필요한 모든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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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후속 질문이 피드백 양식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필드를 사용하여 팀원을 위한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남깁니다. 모든 피드백은 LinkedIn 리크루터에 저장되고 추적됩니다. 

피드백을 마치면 Submit을 클릭합니다. 

 

피드백을 제출하면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검토할 프로필이 여러 개인 경우, 다음 프로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요청을 완료하면 

LinkedIn.com으로 넘어갑니다. 

 

 

알고 계셨나요? 

• 프로필을 검토할 때 채용관리자는 익명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후보자에게 채용관리자의 프로필 검토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 전송된 프로필은 팀원이 소싱하여 검토를 위해 채용관리자에게 전송한 프로필입니다. 이러한 프로필은 적극적인 

구직자이거나 비적극적인 구직자일 수 있으며 또는 채용 중인 직책의 후보자일 수도 있습니다.  

 


	공유된 프로필 검토
	업무용 이메일을 LinkedIn 계정에 추가하고 기본 이메일로 지정
	공유된 프로필에 대한 피드백 제공
	알고 계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