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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활동 상태 확인 

리크루터에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을 때의 수많은 장점 중 하나는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중앙에 모아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와 후보자 프로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탐색하면  

더 효과적인 업무 진행과 팀 내 협업 증진 및 중복 활동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필 상단 카드 

 

 

 

  

  

[...] 기호를 클릭하면 추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연락처 

정보를 조회합니다. 

후보자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1촌 상태를 

조회합니다. 

후보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Add note – 자신을 위한 메모를 추가하거나 @ 기호를 사용하여 

동료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Share for review – 프로필을 동료와 공유하고 후보자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Add tag – 후보자의 프로필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Save to another project – 이 후보자를 다른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에 추가합니다. 
 

Save to PDF – 프로필의 PDF 파일을 생성하여 인쇄하거나 

리크루터 액세스 권한이 없는 동료에게 공유합니다. 
 

Find more people like – 프로필이 비슷한 후보자를 검색합니다. 
 

Provide feedback – 프로필에 피드백을 추가하여 후보자가 해당 

채용공고에 적합한지를 나타냅니다. 

Change stage를 

클릭하여 파이프라인에서 

해당 후보자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후보자를 

Archive합니다. 

후보자가 공유한 SNS 

계정에 액세스하거나 

Bing에서 해당 계정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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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세부 정보 

후보자 프로필에서 다양한 조직화된 섹션을 토글하여 해당 후보자를 파악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해 채용관리자와 팀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Profile: 후보자의 전체 LinkedIn 프로필 

및 공통 1촌 등의 주요 분석을 조회하여 

메시지를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jects: 이 후보자가 추가된 모든 

프로젝트 목록 및 각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 내 위치를 조회합니다.  

Messages: 이 후보자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목록을 검토합니다. 이 목록은 

채용관리자 및 동료가 보낸 메시지를 

포함하지만, Private으로 지정된 

메시지의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Feedback: 동료와 프로필을 공유하면 

여기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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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도구 

 

 

향후 인재 추천에 참고하기 위해 메모를 

추가하거나 @ 기호를 사용하여 동료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후보자의 프로필을 

조회할 때 메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Recruiting Activities: 진행한 모든 채용 

활동 목록을 확인하며, 최근 활동이 

상단에 표시됩니다. 

알림을 생성하고 알림을 전송할 날짜를 

설정합니다. 

Attachments: 후보자 이력서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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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를 추가하여 전문 보유기술 

또는 경력, 후보자에게 적합할 수 

있는 업무, 또는 특별한 특성을 

확인합니다. 태그는 운영자가 

생성합니다. 

후보자의 개인 포트폴리오와 같은 관련 

링크를 추가합니다.  

시작일, 급여, 또는 취업 허가 등 

단체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는 특별한 

정보 상태를 확인합니다. 커스텀 

필드는 운영자가 생성합니다. 

Similar Profiles를 사용하여 관련 경력 

및 보유기술이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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