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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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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소개 - 회사개요 

**슬로건 변경 예정**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 2003년 11월 취업시장에 첫 진출한 이래 최단기간 방문자 수 300만 돌파, 
최단기간 매출액 100억 달성 등의 성과를 올리며 취업포털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 1577-9577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400만 명 42만 사 

560명 

<회사소개서 4P> 



I. 회사소개 - 성장과정 

삭제 

2019년 커리어+ 앱 론칭 

2019년 1월 현재 

400만 개인회원 

이력서 보유 220만건 

42만 기업회원 

일 라이브 채용공고 11만건 

<회사소개서 8P> 



I. 회사소개 - 성장과정 

2019   커리어+ 앱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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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소개 - 매체현황 

<회사소개서 7P> 





II. WHY CAREER 
 
 ∙ 커리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커리어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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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HY CAREER – 커리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만족도와 파급력 보유 
커리어는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인정받는 매체력과 많은 방문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커리어 Traffic 

★★★ 
일 평균 

310만 이상 

페이지뷰(PV) 

★★★ 
일 평균 

12만 여명 

방문자수(UV) 

+ 
- 한국소비자만족지수 7년 연속 1위 

- 400만 구직자 데이터베이스(DB) 보유 

- 취업사이트 분야에 상위 랭크되는 뛰어난 유입력 

- 일 평균 12만 명에게 채용광고 및 배너광고 노출 

- 노출량, 클릭수, 유효성에 대한 정확한 효과 측정 가능 

커리어를 선택하시면 높은 만족도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2. 
타사와의 경쟁력 
광고상품을 구매한 기업에게 동시노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같은 비용, 혹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노출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커리어의 경우 
1) 기업 

2) 중견강소기업 

3) 히든챔피언 

4) 홈페이지 

5) SNS 

6) 서울경제 

7) 블로그 

8) 대학교 취업전산망 

경쟁사의 경우 

기업 

일반 
취업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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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HY CAREER – 커리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우수한 인재 및 양질의 회원 보유 
커리어는 개인회원 400만, 기업회원 42만을 돌파하는 최대의 DB를 확보한 국내 최대의 리크루팅 경쟁력을 지니
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회원 기업회원 

2019년 1월 
회원 수 이력서 회원수 채용공고 수 

400만명 약 220만건 42만사 일 평균 11만개 

04. 
우수한 사이트 운영능력 
취업포털 커리어는 차별화된 시각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고객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areer.co.kr 
 
오랜 기간 사이트를 만들고 유지해온 사이트 운영능력 보유로 
원하는 인재를 언제든지 채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꾸준히 업그레이드된 채용 및 인재관리 시스템 제공 
구직자에게는 취업관련 컨텐츠 지원, 기업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및 Q/A 처리를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HR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잡 컨설팅, 정부취업지원사업, 대학 취업전산망 등 
HR 전 분야 사업 진행 

기업회원 
가입 인재정보 

검색 

채용전형 인재채용 

채용공고 
무료등록 



어학원 미용.성형 자격증 

■ 커리어를 매체로 사용했던 업종 사례 

커리어를 매체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 
취업포털 커리어 

봉사단체 

창업 

스터디룸 

자격증 

취업박람회 

서적.출판 

이벤트 

직업학원 

어학원 

미용.성형 유학원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스퀘어 채용광고 
 ∙ 실시간 파워노출 채용광고 
 ∙ 채용광고 서비스 

기업영업팀 
02-2006-6184 

gmpark@career.co.kr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스퀘어 채용광고 

이런 기업 회원에게 

특별히 추천합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기업홍보 효과까지 
원하는 기업회원에게 추천합니다. 

채용광고를 게재했어도 원하시는 인재가 
없으신 기업회원에게 추천합니다. 

커리어 VIP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최고효과 노출상품으로 
일대일 매니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리어는 국내 최고의 신문과 국내 최고의 
취업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채용공고를 게재하는 
동시노출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스퀘어 채용광고 <익스프레스> 

- 커리어 기업로고형 프라임 채용광고에 동시 노출 

- 커리어 최상단 TOP영역에 독립배너로 특별 제작하여 노출 

- 최대 5구좌 광고가 순환되어 롤링방식으로 노출 

- 커리어 홈 검색창에 기업명, 채용제목 노출(롤링) 

- 최대 20개 채용정보 카테고리에 노출 

- 업/직종별 채용정보에 노출 

- 지역별 시/군/구 상세지역 채용정보에 노출 

- 역세권별 역사명 채용정보에 노출 

-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익스프레스 배너란? 
 
커리어 메인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330만원 
(1주/VAT포함)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스퀘어 채용광고 <플래티넘> 

플래티넘 서비스 
 

- 최대 20개 채용정보 카테고리에 노출 

- 업/직종별 채용정보에 노출 

- 지역별 시/군/구 상세지역 채용정보에 노출 

- 역세권별 역사명 채용정보에 노출 

-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1 

2 

3 

플래티넘 
클래스 스페셜 

커리어 상단에 기업로고형으로 스페셜 스퀘어 스킨이 적
용되며, 해당영역에서 순환되어 랜덤방식으로 노출됩니
다. 전체채용 메인 접근시 섹션 컬러로 스퀘어 컬러가 변
경됩니다.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형관펜+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253만원 
(1주/VAT포함) 

플래티넘 
클래스 

커리어 상단에 기업로고형으로 스퀘어 스킨이 적용되며, 
해당 영역에서 순환되어 랜덤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형광색+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198만원 

(1주/VAT포함) 

플래티넘 커리어 상단에 기업로고형으로 해당 영역에서 순환되어 
랜덤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형광펜+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154만원 
(1주/VAT포함)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스퀘어 채용광고 <프리미엄> 

프리미엄 서비스 
 

- 업/직종별 채용정보에 노출 

- 지역별 시/군/구 상세지역 채용정보에 노출 

- 역세권별 역사명 채용정보에 노출 

-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① 

프리미엄 
클래스 

커리어 상단에 기업로고형으로 스퀘어 스킨
이 적용되며, 해당 영역에서 순환되어 랜덤 방
식으로 노출됩니다.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형광펜+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132만원 
(1주/VAT포함) 

② 

프리미엄 커리어 상단에 기업로고형으로 해당 영역에
서 순환되어 랜덤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형광펜+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110만원 

(1주/VAT포함) 

1 

2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스퀘어 채용광고 <프라임> 

프라임 
클래스 

커리어 중앙에 기업로고형으로 해당 영역에서 순환되어 
랜덤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형관펜+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88만원 
(1주/VAT포함) 

프라임 커리어 중앙에 기업로고형으로 해당 영역에서 순환되어 
랜덤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형광색+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77만원 

(1주/VAT포함) 

포커스 커리어 상단에 기업로고형으로 해당 영역에서 순환되어 
랜덤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채용공고 제목에 파워점프+형광펜+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55만원 
(1주/VAT포함) 

플러스 커리어 상단에 기업로고형으로 해당 영역에서 순환되어 
랜덤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채용공고 제목에 형광펜+볼드옵션, 회사명에 볼드 적용 38만5천원 

(1주/VAT포함) 

1 

2 

3 

4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스퀘어 채용광고 <LOGO&HOT 채용정보> 

LOGO 채용정보란? 
 
최대 5개 업직종별 메인 최상단에 LOGO 채용정보 동시 노출 

HOT 채용정보란? 
 
최대 5개  업직종별 메인 최상단에 HOT 채용정보 동시 노출 

22만원 (1주/VAT포함) 

3만3천원 (1일/VAT포함) 

14만3천원 (1주/VAT포함) 

2만2천원   ->   1만5천4백원 (1일/VAT포함)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실시간 파워노출 채용광고 

이런 기업 회원에게 

특별히 추천합니다! 

단기적으로 빠른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회원에게 추천합니다. 

1일 단위로 구매할 수 있어 
채용광고 효과가 경제적입니다. 

커리어 3M, 채용정보 카테고리, TM 채용관 메인에 노출되어 
채용공고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채용공고 게재신청을 원하시면 
주단위 할인가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실시간 파워노출 채용광고 <프리미엄> 

프리미엄 배너란? 
 
커리어 메인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13만2천원 
(1일/VAT포함) 

- 최소 게재 신청 기간은 2일입니다. 
(2일 / 26만4천원) 

- 최대 20개 채용정보 카테고리 

- 업직종별 키워드 

- 지역별 시/군/구 상세지역 

- 역세권별 역사명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노출아이템 파워점프 제공 
(1일 5회 자동 업데이트)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실시간 파워노출 채용광고 <프라임> 

프라임 배너란? 
 
커리어 메인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9만9천원 

6만9천3백원 
(1일/VAT포함) 

- 최소 게재 신청 기간은 2일입니다. 
(2일 / 13만8천6백원) 

- 업직종별 키워드 

- 지역별 시/군/구 상세지역 

- 역세권별 역사명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실시간 파워노출 채용광고 <포커스> 

포커스 배너란? 
 
커리어 메인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7만7천원 

5만3천9백원 
(1일/VAT포함) 

- 최대 20개 채용정보 카테고리 

- 업직종별 키워드 

- 지역별 시/군/구 상세지역 

- 역세권별 역사명 



III. 채용광고 서비스 – 실시간 파워노출 채용광고 <플러스> 

플러스 배너란? 
 
커리어 메인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5만5천원 

3만8천5백원 
(1일/VAT포함) 

- 최대 20개 채용정보 카테고리 

- 업직종별 키워드 

- 지역별 시/군/구 상세지역 

- 역세권별 역사명 



III. 채용광고 서비스 – 노출효과 아이템 

다양한 노출효과 아이템 사용을 통해 눈에 확 띄는 채용 효과를! 

상품명 : 형광펜, 1만1천원 (1일/VAT포함) 
 
- 채용정보 리스트에서 채용공고 제목에 형광펜효과 적용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노출아이템, 1만8천6백원 (1일/VAT포함) 
 
- 파워점프+채용공고 제목에 형광펜, 볼드아이템 적용 
- 1일 5회 채용정보 리스트 최상단으로 자동 업데이트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파워점프, 1만5천4백원 (1일/VAT포함) 
 
- 하루 5번 자동업데이트 되어 채용정보 리스트 최상단에 게재 
- 채용공고 제목 앞에 ↑UP 아이콘 제공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볼드, 9천9백원 -> 6천9백3십원 (1일/VAT포함) 
 
- 채용정보 리스트에서 채용공고 제목에 볼드효과 적용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컬러, 7천7백원 -> 5천3백9십원 (1일/VAT포함) 
 
- 채용정보 리스트에서 채용공고 제목에 컬러효과 적용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아이콘, 7천7백원 -> 5천3백9십원 (1일/VAT포함) 
 
- 채용정보 리스트에서 채용공고 제목에 아이콘 적용 (1개 선택)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IV. 이력서 열람 서비스 
 
 ∙ 이력서 열람 서비스 
 ∙ 상품안내 및 서비스 효과 

고객만족센터 
1577-9577 

helpdesk@career.co.kr 



빠른 인재채용의 지름길! 
 
커리어 이력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원하는 인재를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상품별 무료 문자메시지(SMS) 발송 서비스 제공 

- 이력서 내용 중 공개로 설정된 연락처 정보를 열람 가능합니다. 

- 면접/인터뷰 요청, 입사지원제의 등 e메일 발송 기능을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열람서비스는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채용 이외 기업의 
영업 마케팅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력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IV. 이력서 열람 서비스 – 상품안내 및 서비스 효과 

기간별 상품안내 

건수 가격 무료 문자메시지 

1년 1,320,000원 5,000건 

30일 165,000원 1,000건 

15일 121,000원 500건 

7일 77,000원 200건 

3일 44,000원 100건 

건수별 상품안내 

건수 가격 무료 문자메시지 

600건 
(이용기간 365일) 

132,000원 600건 

400건 
(이용기간 200일) 

99,000원 400건 

200건 
(이용기간 100일) 

66,000원 200건 

건수별 이력서 열람서비스는 건수를 다 사용하여도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열
람한 이력서의 연락처는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별 이력서 열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이력서의 연락처를 무제한 
열람 가능하며,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이력서의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 이력서 열람서비스 이용시 5만원 이상일 경우 포인트 5%를 적립해드리며, 10만원 이상 결제하실 경우 포인트를 10%로 적립해드립니다. 

■ 이력서 열람 서비스 효과 

- 이력서 보유량 업계 최고로 등록된 이력서 220만 확인 가능 

-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인재 확인 가능 

- 지역별 직종별 다양한 이력서 제공 

- 특별한 지역과 특이한 직종의 기업에서 올리는 채용공고로 이력서를 받기 어려웠다면, 
이력서 열람 서비스를 통하여 원하는 인재의 이력서 열람으로 쉽게 빠르게 인재 확보가 가능함. 



V. 전문 채용관 서비스 
 
 ∙ 파견/대행 서비스 
 ∙ 교육정보 서비스 

기업영업팀 
02-2006-6184 

gmpark@career.co.kr 



V. 상품안내 및 서비스 효과 

특정 분야의 정확한 매칭으로 빠른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 회원에게 추천합니다. 

다수의 채용공고를 자주 내야 하는 
기업 회원에게 추천합니다. 

커리어 3M, 채용정보 카테고리, TM 채용관 메인에 노출되어 
채용공고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 회원에게 

특별히 추천합니다! 



V. 전문 채용관 서비스 – 파견 대행 서비스 

패키지를 이용하고 있는 파견 대행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해당 상품을 이용하시면 파견 대행 메인 최상단에 로고형으로 진행중인 채용공고를 한번에 노출해드립니다. 

커리어 파견 대행 건수 상품 안내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상품명 가격 

[일단위] 
건수상품 

채용공고 1건 등록서비스(1일 내 등록 ) – 1일 1건 등록 가능 1건 등록 상품 11,000원 

채용공고 5건 등록서비스(1일 내 등록) – 1일 5건 등록 가능 5건 등록 상품 33,000원 

[기간별] 
건수상품 

채용공고 6개월 등록서비스 – 1일 최대 5건 등록 가능(6개월간 총 912건 등록 가능) 6개월 등록 상품 2,200,000원 

채용공고 12개월 등록서비스 – 1일 최대 5건 등록 가능(12개월간 총 1,825건 등록 가능) 12개월 등록 상품 3,960,000원 

커리어 파견 대행 정량 상품 안내 

서비스명 등록건수 이용기간 서비스 내용 가격 

파견 대행 
정량제 서비스 

200건 3개월 신청기간동안 
- 구매한 [등록건수]만큼 채용공고 등록 가능 
- 채용공고는 1일 무제한 등록 가능 
- 커리어 온라인 채용시스템 제공 

880,000원 

100건 2개월 528,000원 

50건 1개월 297,000원 

커리어 파견 대행 패키지 상품 안내 

서비스명 이용기간 서비스 내용 가격 

파견 대행 
패키지 서비스 

12개월 신청기간동안 
- 채용공고 등록/이력서 열람서비스 동시 이용 가능 
- 채용공고는 1일 최대 5건까지 등록 가능 
- 커리어 온라인 채용시스템 제공 
- 이력서 열람서비스 문자 발송 서비스 무료 제공 

5,500,000원 

6개월 3,300,000원 

1개월 880,000원 



V. 전문 채용관 서비스 – 파견 대행 서비스 

해당 상품을 이용하시면 파견 대행 메인 최상단에 로고형으로 진행중인 채용공고를 한번에 노출해드립니다. 

파견 대행 카테고리 

① 

초이스 
플러스 

- 파견 대행 메인 최상단 영역에 노출되는 상
품입니다. 
- 기업로고와 함께 지정한 채용공고 3개가 노
출됩니다. 
- 커리어 메인 중앙, TM채용관 메인 중앙에 동
시 노출됩니다. 

550만원 
(1년/VAT포함) 

② 

초이스 - 파견 대행 메인 상단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
입니다. 
- 기업로고와 함께 지정한 채용공고 2개가 노
출됩니다. 
- 커리어 메인 중앙에 동시 노출됩니다. 330만원 

(1년/VAT포함) 

1 

2 



V. 전문 채용관 서비스 – 파견 대행 서비스 

해당 상품을 이용하시면 커리어 메인 페이지에 로고형으로 진행중인 채용공고를 한번에 노출해드립니다. 

실시간 파워노출 – 커리어 메인 페이지 

① 

프리미엄 
- 커리어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상품입니
다. 
- 주단위 프리미엄 채용정보 다음부터 게재 
- 실시간 노출효과 아이템 : 노출아이템 파
워점프 제공 (1일 5회 자동 업데이트) 
- 최소 게재 신청기간은 2일부터 시작합니
다. (2일/264,000원) 

13만2천원 
(1일/VAT포함) 

② 

프라임 
- 커리어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상품입니
다. 
- 최소 게재 신청기간은 2일부터 시작합니
다. (2일/198,000원) 9만9천원 

(1일/VAT포함) 

③ 

포커스 

- 커리어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상품입니
다. 

7만7천원 
(1일/VAT포함) 

④ 

플러스 
- 커리어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상품입니
다. 

5만5천원 
(1일/VAT포함) 

1 

2 

3 

4 



V. 전문 채용관 서비스 – 파견 대행 서비스 

해당 상품을 이용하시면 커리어 채용정보 카테고리에 로고형으로 진행중인 채용공고를 한번에 노출해드립니다. 

실시간 파워노출 – 커리어 채용정보 카테고리 

① 

LOGO 
채용정보 

- 커리어 각 채용정보 리스트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3만3천원 
(1일/VAT포함) 

② 

HOT 
채용정보 

- 커리어 각 채용정보 리스트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2만2천원 
(1일/VAT포함) 

1 

2 



V. 전문 채용관 서비스 – 파견 대행 서비스 

다양한 노출효과 아이템 사용을 통해 눈에 확 띄는 채용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상품명 : 형광펜, 1만1천원 (1일/VAT포함) 
 
- 채용정보 리스트에서 채용공고 제목에 형광펜효과 적용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노출아이템, 2만8천6백원 (1일/VAT포함) 
 
- 파워점프+채용공고 제목에 형광펜, 볼드아이템 적용 
- 1일 5회 채용정보 리스트 최상단으로 자동 업데이트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파워점프, 1만5천4백원 (1일/VAT포함) 
 
- 하루 5번 자동업데이트 되어 채용정보 리스트 최상단에 게재 
- 채용공고 제목 앞에 ↑UP 아이콘 제공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볼드, 9천9백원 (1일/VAT포함) 
 
- 채용정보 리스트에서 채용공고 제목에 볼드효과 적용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컬러, 7천7백원 (1일/VAT포함) 
 
- 채용정보 리스트에서 채용공고 제목에 컬러효과 적용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아이콘, 7천7백원 (1일/VAT포함) 
 
- 채용정보 리스트에서 채용공고 제목에 아이콘 적용 (1개 선택) 
 
 - 회사명에 볼드효과 적용 



V. 전문 채용관 서비스 – 교육정보 서비스 

가격은 저렴하게! 서비스는 특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BEST 
교육정보 - 커리어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 교육기관 로고, 기관명, 모집안내, 모집기간
이 노출됩니다. 
- 교육기관 로고 노출 사이즈는 113X33입니다. 33만원 

(1주/VAT포함) 

② 

배너형 
교육정보 - 커리어 교육정보 메인 최상단 영역에 노출되

는 상품입니다. 
- 스틸배너 노출 사이즈는 498X91입니다. (GIF 
형태로 제작 후 게재) 55만원 

(1주/VAT포함) 

1 

2 



V. 전문 채용관 서비스 – 교육정보 서비스 

가격은 저렴하게! 서비스는 특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플래티넘 
교육기관 - 커리어 교육정보 페이지 메인 상단 영역

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 교육기관 로고, 교육기관명, 모집기간 노
출(요청 시 교육과정 1개 추가 노출 가능) 22만원 

(1주/VAT포함) 

② 

하이라이트 
교육정보 - 커리어 교육정보 페이지 메인 영역에 노

출되는 상품입니다. 
- 교육기관 로고, 교육기관명, 교육과정 노
출(요청 시 교육과정 1개 추가 노출 가능) 16만5천원 

(1주/VAT포함) 

③ 

Speicial 
교육정보 - 커리어 교육정보 페이지 메인 영역에 노

출되는 상품입니다. 
-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지역, 마감일 노
출 5만5천원 

(1주/VAT포함) 

④ 

주요 
교육정보 - 커리어 교육정보 페이지 좌측 상단에 노

출되는 상품입니다. 
- 교육기관 로고, 노출 교육기관명, 교육과
정 2개 노출 5만5천원 

(1주/VAT포함) 

1 

2 

3 

4 



V. 전문 채용관 서비스 – 교육정보 서비스 

가격은 저렴하게! 서비스는 특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 : 점프 효과, 3천3백원 (1일/VAT포함) 
 
- 5시간마다 자동 업데이트 되어 교육정보 리스트 최상단에 게재 

상품명 : 볼드 효과, 3천3백원 (1일/VAT포함) 
 
- 교육정보 리스트에서 교육과정명에 볼드효과 적용 

상품명 : 컬러 효과, 3천3백원 (1일/VAT포함) 
 
- 교육정보 리스트에서 교육과정명에 컬러효과 적용 

상품명 : 아이콘 효과, 3천3백원 (1일/VAT포함) 
 
- 교육정보 리스트에서 교육과정명 앞에 아이콘      적용 



VI. 배너광고 서비스 
 
 ∙ 배너광고 
 ∙ 배너광고 성공사례 

홍보마케팅팀 
02-2006-6178 

jykim@career.co.kr 



VI. 배너광고 서비스 

∙ 인정받은 매체력과 방문자 -> 일평균 20~30대 구직자 50만 명에게 배너광고 노출 
∙ 리포트 서비스 -> 노출, 클릭, 유효성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종류별 상품 가격 

구분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1주일 CPM 1주일 CPM 

우측 250배너 1,980,000원 4,000원 1,100,000원 1,000원 

좌측 날개배너 1,100,000원 800원 990,000원 800원 

배너광고 서비스 이용절차 

광고문의 
(02-2006-6137) 

커리어 매니저 
광고 제안 

계약체결 및 
광고소재 제작 

광고 집행 광고 리포트 제공 



VI. 배너광고 서비스 – 배너광고 

∙ 노출 1,000회 기준의 CPM(Cost Per Mile) 단위 가격 측정으로 합리적인 광고 상품을 제공합니다. 

메인 250 배너 서브 250 배너 홈 좌측 날개배너 

∙ 커리어 3가지 메인(전체,신입,경력) 페이지 노출 

∙ 사이즈 : 250X250/150k(gif,swf) 

∙ 1,980,000원 (1주일/VAT포함) 

∙ 각 카테고리 상단 영역 노출 

∙ 사이즈 : 250X250/150k(gif,swf) 

∙ 1,100,000원 (1주일/VAT포함) 

∙ 커리어 3가지 메인(전체,신입,경력) 페이지 노출 

∙ 사이즈 : 66X101/15k(gif) 

∙ 1,100,000원 (1주일/VAT포함) 



VI. 배너광고 서비스 – 배너광고 서비스 성공사례 

∙ 최고의 광고 효율을 자랑하는 커리어의 배너광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남시 채용박람회_참가자 유입 목적> 

노출지면 메인 우측 상단 250 배너 

노출기간 20일 (2018.11.07. ~ 11.26.) 

광고효과 
짧은 기간으로 인해 단기간 집중노출 실시 

클릭율 0.2% 

<알쓸신JOB_참가자 유입 목적> 

노출지면 메인 우측 상단 250 배너 

노출기간 21일 (2018.11.08. ~ 11.28.) 

광고효과 
짧은 기간으로 인해 단기간 집중노출 실시 

클릭율 0.3% 

사례 1) 사례 2) 



VII. DM(direct Mail) 서비스 
 
 ∙ DM(Direct Mail) 

기업영업팀 
02-2006-6184 

gmpark@career.co.kr 



VII. DM(Direct Mail) 서비스 – DM (DIRECT MAIL) 

Direct 
Mail 

커리어의 개인회원/기업회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10대~50대까지 400만 회원들 중 학력, 경력,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타겟 대상 설정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은 2개 제공해드리고, 

추후 옵션 추가 시 1개당 10원이 더 추가됩니다. 

일반 타겟 메일 : 건당 22원 교육 정보 메일 : 건당 11원 

▶ DM 발송 효과 ◀ 

메일 도달률 메일 오픈률 메일 오픈 후 내용 관련 링크 클릭률 

67.6% 0.7% 10.3% 

커리어를 이용하는 다양한 회원들 중에 원하는 조건의 회원들에게 홍보 메일을 보냄
으로써 알리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 xxxxx아카데미 사례 ◀ 

발송 건수 279,764 오픈 건수 1,588 (0.8%) 

도달 건수 95,548 (65.8%) 클릭 건수 118 (7.4%) 

타겟 대상 개인회원 전체 



VIII. 기타 매체 서비스 

홍보마케팅팀 
02-2006-6178 

jykim@career.co.kr 



VIII. 기타 매체 서비스 – 취업 커뮤니티 

∙ 커리어를 통하여 취업 커뮤니티 채용공고를 동시게재 하실 수 있습니다. 

[히든챔피언] 
 

∙ 네이버 중소기업 취업 1위 커뮤니티 
∙ 이미지 배너 사용 가능 



VIII. 기타 매체 서비스 – 모바일 

∙ 취업포털 커리어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채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 중견/강소/히든챔피언, 기업 정

보 컨텐츠 

∙ 터치 한 번으로 빠르게 입사지원 

∙ 다양한 SNS 채널로 정보 공유 

[중견/강소/히든챔피언] 
 

∙ 조건에 맞는 바로매칭 

∙ 신입/경력 공고 구분 

∙ 대졸 초임 연봉 제공 

∙ 오늘의 채용정보 

[바로연봉] 
 

∙ 연봉 구간별 초봉 검색 

∙ 대기업과의 연봉 비교 

∙ 산업별/지역별 평균 연봉 

∙ 실시간 채용정보 확인 

∙ 바로 지원 가능 

[핵심기업채용알람] 
 

∙ 경력별/학력별 맞춤 선택 

∙ 날마다 시작/마감 공고 

∙ 관심공고 스크랩 



VIII. 기타 매체 서비스 – 방송 

∙ 취업포털 커리어는 방송사와 제휴를 맺고 채용공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커리어 컨설턴트가 출연하여 아이템(기업)과 공채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 ◀ 

[한국직업방송] 
 
 

∙ 프로그램명 
  : JOB 정보센터 
 
∙ 방송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1시 
 
∙ 코너명 
  : 히든챔피언스리그 
 
∙ 기업 섭외 및 채용공고 제휴 언론사 



VIII. 채용공고 동시게재 서비스 – SNS 마케팅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에 채용공고를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 및 이벤트 프로모션을 홍보하는 매체로 사용 가능합니다. 

[FACEBOOK] 

<취업 순위 정해주는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caree
rup2018/ 

[INSTAGRAM] 

[KAKAO STORY] 

<희망을 전하는 취업포털 커리어> 
 
https://www.facebook.com/career
page/ 

<중견강소 히든챔피언> 
 
https://story.kakao.com/career
123 

<커리어 인스타 Live > 
 
https://www.instagram.com/car
eer.co.kr/ 



VIII. 채용공고 동시게재 서비스 – 채용정보 공유 제휴사 

∙ 취업포털 커리어와 채용공고를 공유하는 제휴사 
∙ 중소기업/지역/전문직/경력직 채용공고 게재시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포털 서비스 
∙ 커리어에 채용공고 게재 시 워크넷에서 동시 게재됩니다. 

<디자이너 잡> 
 
 
∙ MJ플렉스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전문 취업포털 
∙ 커리어에 채용공고 게재 시 디자이너 잡에서 동시 게재됩
니다. 



VIII. 채용공고 동시게재 서비스 – 대학 취업 전산망 

∙ 각 대학별 채용정보 홈페이지 (대학 취업 전산망) 
∙ 대학생을 타겟으로 한 채용정보 게재시 뛰어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취업포털 커리어의 채용공고를 독점으로 공급받는 학교 리스트 ◀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군산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충북대학교 숭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IX. 서비스 상품 안내 
 
 ∙ 서비스 상품 안내 



IX. 서비스 상품 안내 

단위 : 원 

지면 구분 서비스명 사이즈 기준 단가 (VAT포함) 

커리어 
메인 

스퀘어 
채용광고 

익스프레스 - 1주일 3,300,000 

플래티넘 클래스 스페셜 - 1주일 2,530,000 

플래티넘 클래스 - 1주일 1,980,000 

플래티넘 - 1주일 1,540,000 

프리미엄 클래스 - 1주일 1,320,000 

프리미엄 - 1주일 1,100,000 

프라임 클래스 - 1주일 880,000 

프라임 - 1주일 770,000 

포커스 - 1주일 550,000 

플러스 - 1주일 385,000 

실시간 
파워노출 
채용광고 

프리미엄 - 1일 132,000 

프라임 - 1일 69,300 

포커스 - 1일 53,900 

플러스 - 1일 38,500 



IX. 서비스 상품 안내 

단위 : 원 

지면 구분 서비스명 사이즈 기준 단가 (VAT포함) 

업종별/지역별 
메인 

스퀘어 
채용광고 

Logo 채용정보 - 1주일 220,000 

Hot 채용정보 - 1주일 143,000 

실시간 
파워노출 
채용광고 

Logo 채용정보 - 1일 33,000 

Hot 채용정보 - 1일 22,000 

노출효과 
아이템 

노출아이템 - 1일 18,600 

파워점프 - 1일 15,400 

형광펜 - 1일 11,000 

볼드 - 1일 6,930 

컬러 - 1일 5,390 

아이콘 - 1일 5,390 



IX. 서비스 상품 안내 

단위 : 원 

지면 구분 서비스명 사이즈 기준 단가 (VAT포함) 

배너광고 
서비스 

메인 배너 광고 

메인 상단 우측 250 250X250 1주일 1,980,000 

메인 좌측 여백 66X101 1주일 1,100,000 

서브 배너 광고 서브 상단 우측 250 250X250 1주일 1,100,000 

이력서 열람 
서비스 

건수별 이력서 열람 

- 600건 132,000 

- 400건 99,000 

- 200건 66,000 

기간별 이력서 열람 

- 1년 1,320,000 

- 30일간 165,000 

- 15일간 121,000 

- 7일간 77,000 

- 3일간 44,000 



IX. 서비스 상품 안내 

단위 : 원 

지면 구분 서비스명 사이즈 기준 단가 (VAT포함) 

파견/대행 
서비스 

채용공고 등록 
서비스 

일단위 건수 상품 

- 1건 11,000 

- 5건 33,000 

기간별 건수 상품 

- 6개월 2,200,000 

- 1년 3,960,000 

파견/대행 정량 상품 

- 3개월 880,000 

- 2개월 528,000 

- 1개월 297,000 

파견/대행 패키지 상품 

- 12개월 5,500,000 

- 6개월 3,300,000 

- 1개월 880,000 

파견대행 
초이스 상품 

초이스 플러스 - 1년 5,500,000 

초이스 - 1년 3,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