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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1

사업자번호기준 중복 회원가입불가

•추후 다수계정 가입으로 변동예정

기업정보/이미지/포지션
주요사항은 모두 승인 필요

주요정보 등록/승인

2

채용 확정 후 성공 수수료 과금

•포지션 등록 전 계약서 작성필요(전자계약가능)
•채용확정된 자 연봉의 7%

3

채용확정형 상품

기업서비스 주요 프로세스



기업서비스 회원가입

1. 점핏 기업 서비스(biz.jumpit.co.kr) ▸ ‘회원가입’ 클릭 2.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가입 정보 입력
•기업 이메일, 비밀번호, 담당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메일인증 및 약관 동의를 진행합니다.
•기업 이메일은 로그인 시 아이디로 사용됩니다.
•가입 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업서비스 기업정보 등록

1. 로그인▸ 기업정보 등록 페이지
•기업정보 필수 항목

   기업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직원수, 
   기업/서비스 소개, 담당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 정보수신 이메일

•점핏 기업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업정보 등록 필수 승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표 서비스(제품) 있는 경우

   2) 직원 수 5인 이상 또는 매출액이나 투자 금액 5억 이상

•선택입력 항목

   서비스명, 서비스 URL

•입력하신 정보 확인 후 영업일 1일 이내 기업정보 등록 승인을 완료합니다.
   기업정보 등록 승인 여부는 승인요청하신 계정 이메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기업정보 입력 후 ‘기업정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업정보 등록 완료 후 기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서비스 기업정보 수정 및 입력

1. 로그인 ▸ 기업서비스 홈 ‘기업정보’ 클릭 또는 담당자 이름 ▸ ‘기업정보’ 클릭



기업서비스 기업정보 수정 및 입력

2. 기업정보 수정 및 입력 페이지

•기업정보 등록 시 입력한 정보 외에 
   기업 및 대표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 노출됩니다.

•기업정보 등록 시 입력한 정보를 승인없이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  

   기술블로그, 기술스택, 복지 및 혜택



기업 로고 및 대표 이미지 등록

사진 촬영 신청하기
더 멋진 이미지를 원하시면 점핏 무료 촬영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1. 로그인 ▸ 기업서비스 홈 ‘이미지 등록’ 클릭

•기업 로고 및 대표 이미지를 추가 후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업 로고 1개, 대표 이미지 최소 2개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만 채용 포지션 등록이 가능합니다.

•승인요청한 이미지는 영업일 1일 이내 승인이 완료되며, 승인완료 시 결과가 메일로 안내됩니다.

•점핏 내 이미지 등록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미지 등록이 보류됩니다.

•등록된 이미지의 순서변경은 승인요청 없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법에 위배된 이미지, 텍스트가 들어간 이미지, 기업과 관련없는 이미지의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미지 수정 및 추가 시 승인요청이 필요하며, 
   담당자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되면 채용 포지션 및 기업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TWaiRR9mjd-PK04daue-cEmQPkS06beZ2StI_F6PcJkQgw/viewform



기업 로고 및 대표 이미지 등록

기업 로고 이미지 예시

•이미지 사이즈 : 148x148(px) 이상 

•최소 1개 등록

•등록 가능 확장자 : Jpg, jpeg, png, bmp, gif

적절한 여백과 보기좋은 비율로 
제작된 심볼 이미지

COMPANY

적절한 여백과 보기좋은 비율로 
제작된 심볼+로고 이미지

COMPANY

여백 부분을 마련하고, 보기좋은 
비율로 제작된 로고 이미지

COMPANY
여백없이 꽉 찬 이미지 로고가 아닌 이미지배경없는 투명한 이미지



기업 로고 및 대표 이미지 등록

대표 이미지 예시

•이미지 사이즈 : 1080x790(px) 이상 

•최소 2개 등록

   - 팀원, 사내환경, 서비스 및 제품 이미지 등

   - 기업의 개발 환경이 잘 드러나는 이미지

•등록 가능 확장자 : Jpg, jpeg, png, bmp, gif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업무환경/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 이미지

기업의 개발 환경이 잘 드러나는 
이미지

직원들이 밝게 웃으며 일하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

회사의 서비스 및 제품들을
잘 표현한 이미지

Let’s JumpitLet’s Jumpit

배경이미지가 없거나, 
텍스트가 들어가있는 이미지

휴게공간입니다

이미지외에 텍스트가 삽입된 경우 서비스 및 제품 사진이 무작위로 
나열되거나 설명이 표기된 이미지

부정적인 분위기의 이미지



채용 포지션 등록 1

15 3 4

포지션 지원자관리 1. 로그인 ▸ 기업서비스 홈 ‘포지션’▸ ‘포지션 등록’ 클릭

•점핏의 포지션은 기업의 채용 공고입니다.

•포지션은 1직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포지션 등록 정보 입력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하신 정보 확인 후 영업일 1일 이내 포지션 등록 승인을 완료합니다. 
    포지션 등록 승인 여부는 승인 요청하신 계정 이메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진행중인 포지션은 수정이 가능하며, 담당자가 수정요청 내용을
   확인 완료하면 포지션 정보에 즉시 반영됩니다.
   (단, 직무 수정은 불가능하며 수정요청중에도 포지션은 게재됩니다.)

✲ 채용 성공 시 합격자 연봉의 7%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계약서 작성은 점핏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 인턴 및 1년 미만의 계약직 포지션은 승인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포지션 등록 승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정보 승인 완료
   2) 기업 로고 및 이미지 등록 완료
   3) 계약서 작성 완료

•이메일 문의 : help@jumpit.co.kr / Fax : 02-6971-9170 (세금계산서)
•고객센터 : 02-2025-2733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채용 포지션 등록 2

직무
채용을 원하는 직무를 정확하게 1개만 선택해 주세요.
직무정보는 지원자 매칭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기술스택
채용을 원하시는 포지션에서 활용하는 
개발언어/ 업무툴/ 개발환경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기술스택 정보는 지원자 매칭, 포지션 검색, 홈 개인화 등
점핏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포지션 제목
담당 업무 및 서비스, 직무, 기술 스택 정보를 활용하여
채용을 원하는 포지션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포지션 제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24자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1

1

3

2

2

3

1 포지션 제목

2 서비스 소개

3 기술스택



주요업무, 자격요건, 우대사항, 복지 및 혜택
주요업무/자격요건을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지원자의 업무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복지 및 혜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기업을 자랑해주세요!

사람인 동시 게재
점핏 포지션 등록시 사람인 공고로 동시 게재됩니다.
점핏-사람인을 통해 더 많은 지원 확인 검증!

채용 포지션 등록 3



채용 포지션 미리보기

포지션 지원자관리 포지션 미리보기

•포지션을 등록/수정 할 때, 미리보기 기능으로
   [점핏 앱]에 적용될 포지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동시에 포지션의 내용이 미리보기 창에
   바로 적용됩니다.



채용 포지션 상태별 안내

25 1 2

진행예정(2021.07.29)

포지션 지원자관리

     진행중 : 점핏서비스에 게재되어 입사지원이 가능한 상태
•진행중 포지션 수정을 원하시면 바로 수정한 후 수정요청을 해주세요.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수정됩니다.

     진행예정
•채용일정에 맞춰 고객센터로 원하는 시작일을 알려주세요.
   예약일에 맞춰 포지션이 게재됩니다.

     승인요청중 / 수정요청중
•포지션 등록 및 수정에 대한 승인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인요청한 포지션은 승인취소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승인확인중 / 수정확인중
•등록, 수정요청한 포지션 정보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청확인중인 포지션의 취소 및 수정은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마감
•마감포지션 정보를 수정하여 재승인 요청하시면 
   해당 포지션의 기존 지원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 : help@jumpit.co.kr / Fax : 02-6971-9170 (세금계산서)
•고객센터 : 02-2025-2733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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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상태에 따라 리스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등록 및 수정은 승인요청이 필요합니다.

1

2

3

4

53

4



지원자관리 리스트

1. 로그인 ▸ 기업서비스 홈 ‘지원자관리’ 클릭

•등록한 포지션별로 지원자 모아보기

•포지션 전체 : 모든 포지션 지원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 포지션 : 진행중인 포지션별로 지원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된 포지션 : 마감된 포지션의 지원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자의 지원 상태를 변경하여 모아보기

•신규지원자/서류통과/최종합격/불합격 상태별로 지원자의 상태를 변경하여 모아볼 수 있습니다.

2

•지원자 상태 일괄 변경 및 모아보기

★ 주요기능 Check

•상태 변경을 원하는 지원자를 선택한 후, 지원자의 상태를 일괄 변경 및 모아볼 수 있습니다.

1) 열람/미열람 : 열람여부 지원자만 모아볼 수 있습니다.

1. 지원자 알림 전송 : 지원자 알림 전송을 허용하면, 지원자에게 ‘상태변경’ 메일이 발송됩니다.

2. 전체 지원자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상태 변경 : 지원서 열람/ 지원자 합격 여부 (서류통과, 최종합격, 불합격)

2) 서류통과/최종합격/불합격 : 지원자의 지원상태를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스크랩지원자 : 별표 체크한 지원자만 모아볼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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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지원자 상세보기

1. ‘지원자관리’ 리스트에서 상세 보기를 원하는 지원자 클릭

•지원자 상태 변경

•우측의 지원자 기본정보영역에서 지원자의 상태를 변경해주세요.

   (지원자 리스트 페이지에서 ‘지원자 알림 전송’ 허용을 했을 경우 메일이 발송됩니다.)

1

•지원서 및 첨부파일

•지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할 경우, 지원서 상세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및 첨부파일의 ‘저장’ 버튼 클릭 시, 파일 저장 사유 선택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사람인 ‘점핏 채용관’을 통해 입사지원한 지원자는 별도 표기됩니다.

   (지원서 및 첨부파일이 PDF인 경우만 미리보기가 지원됩니다.)

2

1

2



최종합격

•최종합격자 연봉의 7%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지원자관리 리스트와 해당 지원자뷰에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최종합격 대상자의 상태를 ‘최종합격’으로 변경

1) 채용수수료 정산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채용수수료 정산’ 클릭

2) 채용수수료 정산 신청페이지에서 정보 입력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영업일 기준 1일 내로 정보 확인 후 메일을 통해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용수수료 정산 신청 페이지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K6m863vdArHgLqcqwvj2yw7Lp2kVE2iCnLlrN0DFnH-20Qw/viewform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문의 : help@jumpit.co.kr / Fax : 02-6971-9170 (세금계산서)

•고객센터 : 02-2025-2733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채용수수료 정산 안내



02-2025-273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help@jumpit.co.kr

이메일

02-6971-9170 (세금계산서)

Fax

biz.jumpit.co.kr

서비스

개발자 커리어 점프, 점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