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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기존 운영 담당자의 변경 또는 솔루션 도입으로
솔루션 운영을 시작하는 담당자를 위한 기본 운영 가이드입니다.

솔루션을 통한 채용을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기능, 솔루션의 구성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로 제작되었습니다.

솔루션 사용이 처음이신 경우
반드시 초기설정 가이드의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를 숙지하시면 원하는 업무 처리를 위한 기능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용방법 확인 및 숙지가 필요합니다.
매뉴얼 또는 따라 하기 자료를 참고하여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솔루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채용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원하는 인재를 선발과 채용담당자의 성공적인 채용업무 처리를 응원합니다.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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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렉스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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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잡플렉스 기본 구성 솔루션 구성

잡플렉스 사이트

채용사이트

https://www.jobflex.com

https://기업지정.recruiter.co.kr

지원서 접수 사이트

G-검사

S-검사

역검 사이트

역검센터 사이트

https://기업지정-online.recruiter.co.kr/G-test

https://기업지정-online.recruiter.co.kr/S-test

https://기업지정-online.recruiter.co.kr/interview/ai

https://기업지정-jobflex.acca.ai

온라인PT

화상면접

https://기업지정-onlinept.recruiter.co.kr

https://기업지정-video.recruiter.co.kr

관리자 사이트 https://기업지정-admin.recruiter.co.kr

역검 응시 사이트

기타 응시 사이트

채용 관리자 사이트

https://www.jobfl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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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진행하기 위한 설정에서부터 결과 관리까지

관리자를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사이트입니다.

※ JOBFLEX 구직자 사이트는 JOBFLEX 관리자사이트

기반으로 연동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화면입니다.
최초 로그인 시 접속되는 페이지이며
이용 중인 모든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한 페이지입니다.
※ 계약된 솔루션 종류에 따라 서비스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페이지

관리자 사이트

01 잡플렉스 기본 구성 주요 사이트 정보

솔루션 사용 시 필요한 기본 설정과 보안설정,

사용자 관리 등의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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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형 진행 시 평가자가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형 진행을 위한 준비과정부터 결과처리까지의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자 사이트

01 잡플렉스 기본 구성 주요 사이트 정보

역검의 기초 설정과 재직자 수검을 진행하는 사이트입니다. 

역검 커스터마이징에 특화된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검 사이트의 매뉴얼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검 사이트
(단독 관리자)

솔루션 관련 교육 영상 및 온라인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솔루션 전문 상담사와의 1:1 채팅 문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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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용정보가 외부에 보이는 사이트입니다.
채용공고 등재와 지원서 작성부터
전형 결과 안내, 문의 게시판 등 채용 진행 시
지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 사이트
(지원자 사이트)

01 잡플렉스 기본 구성 주요 사이트 정보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도와주는 채용 포털 사이트입니다.

기업에게는 채용공고와 기업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며, 

지원자에게는 지원서 작성, 역검 수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자 플랫폼입니다.

잡플렉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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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렉스 초기설정 가이드

01 잡플렉스 기본 구성 솔루션 안내 프로세스

파트너 시스템
가입

도메인 설정
솔루션 이용
계정 가입

기업 관리자
정보 변경최초 가입

환경 설정

채용 진행

본 가이드는 채용 전형 시작 이전

초기설정 단계에 해당 하는

최초 가입 및 환경 설정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채용 진행 프로세스 관련 정보는

채용 프로세스 운영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제품
설정

사용자 관리
채용 사이트

설정

채용 공고
등록

지원서 작성
서류 전형

등록
서류 전형

평가

합격자 발표
면접 전형

등록
면접 전형

안내
면접 전형

평가

최종 합격자
발표

임시 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확정

공고 종료

채용 프로세스 운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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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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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단 [기업 통합 회원가입] 클릭

▶ 파트너 사이트로 이동

※ 파트너 사이트

☞ https://hr-partner.midasit.com/login

기업통합 회원가입

① Welcome 메일을 확인하여 메일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 확인

후 [파트너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파트너 사이트로 이동

※ 파트너 사이트

☞ https://hr-partner.midasit.com/login 

※ Welcome 메일 수신 후 가이드

☞ https://jfhelpdesk.oopy.io/22403b3f-30fa-42df-

a6d7-a01915afb61a

Welcome 메일 확인

02 최초 가입 파트너 시스템 가입

별도의 보안망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아래의 파트너 사이트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 https://hr-partner.recruitment.kr

https://hr-partner.midasit.com/login
https://hr-partner.midasit.com/login
https://jfhelpdesk.oopy.io/22403b3f-30fa-42df-a6d7-a01915afb61a
https://hr-partner.recruitmen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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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정보 입력

② 사업장 주소 및 솔루션 노출 기업명 입력

③ 관리자 정보 입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파일 등록

⑤ [등록] 클릭

▶ HR 파트너 사이트 가입 완료

① 기업 정보 입력

② 약관 확인 후 동의

③ [기업 인증] 클릭

▶ 계정 등록 페이지로 이동

기업 가입 인증

정보 입력

02 최초 가입 파트너 시스템 가입

솔루션 노출 기업명은 인터넷에서
노출되는 기업명입니다.
검색이 어려운 (주),(사) 등은 삭제를
권장 드립니다.

1

2

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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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도메인 manual-cms.recruiter.co.kr

사용 가능 문자
· 영문자[대/소문자 구별없음]
· 숫자[0-9]
· 하이픈[-]

구성 희망 도메인(영어).recruiter.kr

길이 2자 이상 63자 이하

기타
• 도메인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날 수 없습니다.
•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콤마[,], 언더바[_])
• 숫자로만 구성 된 도메인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① 도메인 입력

※ 채용 솔루션의 도메인(인터넷 주소)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문명 혹은 영어 이니셜을 사용합니다.

※ 하단의 도메인 규칙 표를 참고해 주세요.

② [등록] 클릭

▶ 도메인 등록 완료

도메인 등록

도메인 규칙

02 최초 가입 도메인 설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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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자 가입] 클릭

▶ 관리자 회원가입 팝업 화면 진입
채용 솔루션 회원 가입

관리자 회원가입 팝업

02 최초 가입 솔루션 이용 계정 가입

① 관리자 정보 입력

② [다음] 클릭

▶ 회원가입 완료

※ 가입이 완료되셨다면 가입하신 정보로 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솔루션의 “메인 관리자” 계정을
생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사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정인 점
참고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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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설정] 클릭

②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변경 가능

③ 기업정보 중 사업장 주소, 솔루션 노출 기업명, 사업장

팩스(선택) 정보 변경 가능

④ 관리자 이름, 휴대폰 번호 본인 인증 및 사무실 연락처, 

부서/직위, 이메일, 마케팅 정보 수신 여부 변경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 가능

⑥ 변경 후 [저장] 클릭

▶ 계정 정보 업데이트 이후 메인 페이지로 이동

※ 비밀번호 찾기 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설정

02 최초 가입

2

3

4

6

5

1

파트너 사이트 계정 정보를 잊으셨을 때
계정 설정 메뉴에서 작성한 관리자
정보를 통해 계정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관리자 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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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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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설정 메뉴 or 상단 톱니바퀴 버튼 클릭

▶ 환경 설정 페이지로 이동

① [설정하기] 클릭

▶ 환경 설정 페이지로 이동

※ 대표 메일 및 대표 전화번호는 채용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값으로, 해당 정보 누락 시 일부 기능 사용이 제한됩니다.

최초 로그인 시 팝업

팝업 종료 시 환경설정 접속

03 환경 설정 환경 설정 접속

환경 설정은 제품 설정, 보안 설정, 
사용자 관리, 로그 조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솔루션 이용 전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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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PF가 등록되지 않은 메일은 솔루션 기본 제공 메일인
“noreply@회사도메인.recruiter.co.kr”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① SPF 등록

② 사내 이메일 입력

※ 회사 도메인을 사용해서 이메일을 발송하려면 회사 도메인

서버에 채용솔루션 SPF 레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 SPF 등록 가이드 : https://jfhelpdesk.oopy.io/spf

대표 이메일 작성

SPF 미등록 이메일

03 환경 설정 기초 정보 관리

1

https://jfhelpdesk.oopy.io/spf


19

① [번호 등록] 클릭

▶ SMS 발신번호 추가 팝업 출력

① [관리] 클릭

▶ SMS 발신번호 관리 페이지로 이동
대표 전화번호 관리

SMS 발신번호 관리

03 환경 설정 기초 정보 관리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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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하려는 SMS의 종류에 따라 버튼 클릭

② 명칭, 번호, 인증방식 선택, 사용 목적 입력

③ 항목 동의 체크

④ [저장] 클릭

▶ SMS 발신번호 저장 완료

SMS 발신번호 추가

종류에 따른 인증 방식

03 환경 설정 기초 정보 관리

ARS 인증 시 전화 수신이 가능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자동응답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ARS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유선 전화 무선 전화 전국대표번호

SMS 인증 ○ ○ Χ

ARS 요청 ○ ○ Χ

통신 이용
증명원

○ Χ ○

1
2

3
4

1

※ 인증 지연 시 고객지원 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솔루션 고객지원 채널 : https://jfhelpdesk.oopy.io/

https://jfhelpdesk.oop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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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크박스 선택

② [대표번호 선택] 클릭

▶ 대표번호로 등록 완료

대표 전화 등록

관리자/평가자 사이트 정보 입력

03 환경 설정 기초 정보 관리

변경 사항 저장을 위해서는
관리자/평가자 사이트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①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입력

② [변경사항 저장] 클릭

▶ 변경사항 저장 완료

※ 변경 내용 적용을 위해서는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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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 E-mail

별도 도메인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도메인 관리 버튼을 통해

DNS 서버 등록이 필요합니다.

② 대표 전화번호

채용 솔루션을 통해 발송하는 SMS의 기본 번호입니다.

[등록] 버튼을 통해 SMS 발신번호 관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잡플렉스 기업로고

JOBFLEX 사이트에서 표시되는 기업의 로고입니다.

해당 메뉴의 우측에서 표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정보

관리자/평가자 사이트 설정

03 환경 설정 기능 설명

① 담당자 정보

채용 사이트 로그인 시 표시되는 담당자의 이름 정보입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이 표시됩니다.

② 관리자/평가자 사이트 로고

솔루션에서 표시되는 로고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로고 파일로 배경을 제거한 png 확장자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미지가 보기 좋게 업로드됩니다.

업로드 권장 사이즈는 210 * 70px 입니다.

③ 관리자/평가자 사이트 로고 이미지

채용 솔루션에 로그인할 때의 배경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로그인 화면을 설정해 주세요.

업로드 권장 사이즈는 1920 * 1080px 입니다.

1
2
3

1

2

3

외부에 표시되는 정보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인원이 채용 솔루션 사용 시
보게되는 정보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설정한 정보가 어디에 노출되는지는
설정 영역 우측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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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자 정보

응시 사이트 로그인 시 표시되는 담당자의 이름 정보입니다.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이 표시됩니다.

② 응시자 사이트 로고

응시 사이트에서 표시되는 로고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위치의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배경의 로고 파일

업로드를 권장 드립니다.

업로드 권장 사이즈는 210 * 70px 입니다.

응시자 사이트

회사 직인
안내 메일 및 면접 확인서 로고

03 환경 설정 기능 설명

① 회사 직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화상 면접의 면접 확인서에 직인이

필요합니다.

직인을 사용하는 메뉴는 극히 제한적이며 화상면접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업로드 권장 사이즈는 210 * 210px입니다.

② 안내 메일 및 면접확인서 로고

각종 안내 시 필요한 로고이며,

$회사로고$ 맵핑 값에 매칭되는 이미지입니다.

업로드 권장 사이즈는 210 * 70px이며,

배경을 제거한 png 파일 업로드를 권장드립니다.

1

2

1

2

역검 응시 사이트 관련 설정 영역입니다. 
해당 정보는 지원자에게 노출되는 점
참고하시어 설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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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에서 직접 등록

사용자 정보 입력

03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솔루션 등록)

사용자 등록은 솔루션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 방법으로 나뉩니다.

① 사용자 유형 선택

② 필수정보 입력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③ 선택정보 입력 (전화, 부서, 직급/직책)

④ [추가등록] 클릭

▶ 가입 대기 사용자 탭으로 정보 이동

① [사용자 관리] 클릭

② [사용자 등록] 클릭

▶ 사용자 정보 등록 팝업 출력

1

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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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기 사용자

사용자 정보 등록

03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솔루션 등록)

① 입력 정보 확인

② [안내메일발송] 클릭

▶ 솔루션 사용 안내 메일 작성 팝업 출력

① 가입 대기 사용자 확인

② [등록] 클릭

▶ 사용자 등록 확인 팝업 출력
1

2

1

2

사용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 [+추가등록] 
버튼을 통해 여러 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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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사용 안내 메일

가입 안내 재발송

03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솔루션 등록)

회원 가입 버튼은 메일 발송 시 하단에
자동 삽입되어 발송됩니다.
안내문 내용만 작성하여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① 메일 재발송 할 등록 대기자 확인

② [등록안내 메일발송] 클릭

▶ 솔루션 사용 안내 메일 작성 팝업 출력

① 안내문 내용 입력

② [발송하기] 클릭

▶ 가입 안내 메일 발송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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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메일 확인

회원 가입 페이지

03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회원 가입)

① [회원 가입하기] 클릭

▶ 회원 가입 정보 입력 팝업 출력

① [채용 솔루션 바로가기] 클릭

▶ 회원 가입 페이지로 이동

메일 설정에 따라 회원 가입 버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입 메일을
“신뢰하는 콘텐츠”로 설정해주세요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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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정보 입력

회원 가입 완료

03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회원 가입)

관리자 사이트에서 설정한 휴대폰
번호와 인증하는 번호가 일치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이 되지 않을 시에는 위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① [로그인 화면으로] 클릭

▶ 채용 솔루션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②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③ 생년월일, 이메일은 자동 입력

④ 내선번호, 부서/직위 입력(관리자 사이트에서 설정하였다면

자동 입력)

⑤ [다음] 클릭

▶ 회원 가입 완료 페이지로 이동

1

2
3

4

5

1



29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

엑셀 양식 다운로드

03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엑셀 업로드)

① 등록 대기자 생성 [양식 다운로드] 클릭

② 아이디 일괄 발급 [양식 다운로드] 클릭

▶ 선택한 방식의 엑셀 양식 다운로드 완료

① [사용자 관리] 클릭

② [엑셀 양식 다운] 클릭

▶ 엑셀 양식 선택 팝업 출력

사용자 등록은 솔루션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엑셀 업로드를 통한

등록 방법으로 나뉩니다.

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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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기자 엑셀 입력

엑셀 양식 다운로드

03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엑셀 업로드)

① [엑셀 업로드] 클릭

② [파일 선택] 클릭 > 엑셀 파일 선택

③ [업로드] 클릭

▶ 솔루션 사용 안내 메일 작성 팝업 출력

① 필수 값인 이용권한 구분, 이름, 이메일, 휴대폰, 생년월일, 

아이디 입력

② 선택 값인 전화, 부서, 직책/직급 입력 후 저장

▶ 입력 값 저장 완료
1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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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사용 안내 메일

가입 안내 재발송

03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아이디 발급 로그인)

① 채용 솔루션 로그인 URL 클릭

▶ 채용 사이트로 이동

① 안내문 내용 입력

② [발송하기] 클릭

▶ 가입 안내 메일 발송1

2가입 정보는 메일 발송 시 하단에 자동
삽입되어 발송됩니다.
안내문 내용만 작성하여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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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솔루션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03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아이디 발급 로그인)

① 기존 비밀번호 및 변경할 비밀번호 입력

② [확인] 클릭

▶ 비밀번호 변경 후 솔루션 접속

① 아이디, 임시 비밀번호 입력

② [로그인하기] 클릭

▶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로 이동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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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이트 설정

비밀번호 변경

03 환경 설정 채용 사이트 설정

① [템플릿] 목록에서 사용할 템플릿 선택

▶ 선택한 템플릿 페이지로 이동

① 관리자 사이트 이동 후 [채용 브랜딩] > [채용 사이트 설정]

클릭

▶ 채용 사이트 설정 페이지로 이동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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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템플릿 수정

채용 사이트 편집

03 환경 설정 채용 사이트 설정

채용 사이트의 설정 방법은 아래 채용 사이트 설정 매뉴얼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를 참고하여 채용 사이트

편집 및 설정을 완료해주세요.

☞ 채용 사이트 설정 매뉴얼

https://helpdesk.midasinsight.com/hc/ko/articles/900

001011466--

%EB%A7%A4%EB%89%B4%EC%96%BC-

%EC%B1%84%EC%9A%A9%EC%82%AC%EC%9D%

B4%ED%8A%B8-%EC%84%A4%EC%A0%95

① [편집하기] 클릭

▶ 채용 사이트 편집기 팝업 실행

1

미사용 메뉴에 대한 OFF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가이드 참고하여 채용
프로세스에 알맞게 설정해주세요.
https://helpdesk.midasinsight.co
m/hc/ko/articles/360009133394

https://helpdesk.midasinsight.com/hc/ko/articles/900001011466--%EB%A7%A4%EB%89%B4%EC%96%BC-%EC%B1%84%EC%9A%A9%EC%82%AC%EC%9D%B4%ED%8A%B8-%EC%84%A4%EC%A0%95
https://helpdesk.midasinsight.com/hc/ko/articles/360009133394


잡플렉스

초기설정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