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공립대학원 연합 언택트 직무박람회 서비스 이용 안내
  

  ○ 학생 DB 업로드 : 2021년 01월 15일 12시 이후 가능

  ○ 학생 DB 업로드 방식

     - help@linkstart.co.kr 로 최초 등록인원을 앞서 보내드린 엑셀서식에 맞추어 보내주시

면 운영파트에서 일괄 등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01월 14일까지 송부요망)

     - 사전등록이후 추가 이용자는 행사 사이트(kugs.insightjob.c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참가학생 직무별 사전 등록 및 사전 질문등록

     : 로그인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최초 제출한 DB에 포함된 인원만 로그인이 허용됩니다.)

     : 로그인 시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셔야 아이디 및 패스워드 형성이 

       가능합니다.(수집된 개인정보는 1월 29일 행사종료와 함께 파기 됩니다.)

     :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학생 개인이 생성, 행사기간 내 사용하게 됩니다. 

     : 2021년 01월 15일 12시 ~ 01월 29일 24시

   ■ 학교 관리자가 제출한 DB에 포함된 학생만 이용이 가능합니다.(사전질문등록의 경우)

   ■ 최초 1회 학생이 직접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 학생 아이디 생성 및 로그인 방법

STEP1

우측상단 사용자등

록 

클릭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

STEP2

개인 아이디 생성 

및 패스워드 생성

개인정보 3자제공

에 대한 동의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 이후 사용



                                                                                

  ○ 수료증 샘플

  ○ 직무설명회

    : 사전 예고된 시간 10분전 접속이 허용됩니다.

    : 실시간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 많은 내용을 우선으로 사회자가 답변을 유도합니다.

    : 접속인원이 늘어나도 자동으로 서버가 증가되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을 시청도중 

      버퍼링이 발생하는 점은 개인의 환경에 의한 문제입니다.

    : 실시간 직무설명회 동영상은 익일 VOD로 제공되며, VOD시청은 행사기간 내 무제한 

      시청이 가능합니다.

    : 실시간 제공되는 영상과 VOD영상은 불법으로 녹화, 배포시 초상권 침해 및 저작권

      위반에 의한 법률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직무교육 동영상 시청

    : 모든 교육영상은 무제한 시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영상을 무단으로 녹화 배포시 불법녹화 및 컨텐츠 무단 복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 실시간 진로, 취업상담

    : 모든 상담은 1:1로 진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카카오톡 오픈채널)



                                                                                

    : 상담은 개인별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모든 상담원이 상담중일 경우 ‘현재 상담이 

     진행중입니다. 종료 후 회신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송되며, 2시간 이내 

     응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컨설팅의 경우 상담이후 2일이내 개인 이메일 

     회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인별 상담은 무제한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원활한 상담과 결과물 취합을 위한 개인정보를 상담원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 모든 참가학생에게 1회 제공됩니다.

    : 응시 후 재접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 접속 후 85분간 시행되는 점을 숙지,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응시 종료 후 개인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I면접 시뮬레이션 및 Report제공

    : 모든 참가학생에게 자동으로 1회 이용 쿠폰이 문자로 제공됩니다.

    : 재접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 접속 후 안내에 따라 끝까지 참여하셔야 정상적인

     결과 Report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입력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가급적 조용한 공간에서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

    : 모든 서비스에 관한 불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언택트 직무박람회 운영사무국 T.070-4870-5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