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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원 가입안내

① 회원가입(기업회원)
② 약관동의

① 회원가입

- 동의사항 체크
(필수 2개)
- 이용약관 동의(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③ 정보입력 (STEP 1)
- 아이디 : 띄어쓰기 없이 영문과 숫

② 약관동의

자를 혼합하여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 :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8~15으로 설정하세요.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유/무 및
체불사업주 확인을 위한 기재 사
항으로 명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필수

2. 채용정보 등록안내
④ 담당자정보 입력
- 담당자는 추후 추가/변경 가능

TIP!
* SMS/이메일 수신 동의에 체크해
주시면 WISET 및 유관기관에서 진
행하는 지원사업, 교육, 채용박람회
등의 구인기관을 위한 정보를 수신
하실 수 있습니다.

⑤ 채용공고 등록하기
- 채용공고를 바로 등록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채용정보 등록안내

⑥ 채용공고 제목
- 접수기간을 표기하시면 조회율이 높습니다.

TIP!
* 적합한 인재의 지원 유도를 위하여
상세한 정보 입력을 부탁 드립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 값 입니다.

⑦ 직종 선택
- 직종계열 선택 시,
- 우측에 상세 전공분야 선택 값 생성

⑧ 접수기간
- 접수기한이 있는 경우, 앞쪽 ‘O’ 체크 후,
달력 클릭 > 마감날짜 선택
- 접수기한이 없는 경우, 상시채용 앞 ‘O’ 선택
- 채용이 마감된 경우, 채용마감 앞 ‘O’ 선택

2. 채용정보 등록안내

⑨ 인사담당자 선택
- 담당자 선택을 클릭하시면,
채용공고 별 담당자를 선택/추가/변경 가능

⑩ 공고내용 작성
- 텍스트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채용공고에서
키워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⑪ 노출여부 선택
-

비노출 선택 시, 채용공고 게시판에 노출 X
구직자가 본 채용공고를 검색/조회 X

TIP!
* 적합한 인재의 지원 유도를 위하여
상세한 정보 입력을 부탁 드립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 값 입니다.

2. 채용정보 등록안내

TIP!
* 등록하신 채용공고는 ‘채용공고 관리‘에서
공고 내용 수정/ 공고일 마감이 가능합니다.

3. 인재정보 활용안내
경력복귀, 신진여성연구원, 대체인력
지원사업 신청기관을 위한 상세검색
항목으로 사업별 적격심사를 통과한
인력의 인재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
니다.

⑫ 인재조회
- 구분 : 카테고리로 조회 가능
- 검색 :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And, or, 제외 조건으로 검색

* 이력서를 등록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전공,
희망근무지, 경력여부가
인재정보로 노출됩니다.
* 이름 옆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재 정보가
활성화됩니다.

3. 인재정보 활용안내
⑬ 상세보기

⑭ 지원요청
- 관심 있는 인재에게 직접
채용공고와 함께 입사지원/
이력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4. 회원정보 관리/탈퇴 안내

⑮ 개인정보관리(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입력 : 기본정보 변경 가능
- 두드림 : 관심인재/ 조회이력 확인 가능
- 채용공고 : 등록/관리 가능
- 사업신청현황 : WE두드림 內 사업/교육
신청내역 확인/수정 가능

TIP!
* 개인정보 변경을 원하실 경우, 담당자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 1회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5. 자주하는 질문

※ 사업신청관련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FAQ를 확인하세요.

질문유형
[ 인재정보 ]

자주 하는 질문
인재정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락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인재정보 중 개인정보는 공개 노출하지 않습니다. 인재정보의 우측상단
상세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인재에게 관련 채용공고와 함께 알림 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못 찾으신 경우, 02-6411-10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정보 ]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가입 없이 담당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개 ID에 복수의 담당자 추가가 가능하며, 추가/삭제를 통해 지속하여 기업 내 ID활용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

회원 가입하려는데 본인인증 단계에서 오류가 나요.
사용자 PC 인터넷 보안환경 강화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 옵션을 변경 조치하세요.
- 인터넷 환경 사용 추천 : 크롬(Chrom)
- 인터넷 익스플로어(IE) 사용시 조치 방법
- 인터넷 옵션 실행 > ＂보안＂ > ＂인터넷＂ > 보안 수준 “보통“ > "□ 보호 모드 사용” 체크 해제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 > 보안 수준 “보통” > "□ 보호 모드 사용” 체크 해제
- https://www.wiset.or.kr 입력 >"추가" 버튼 / https://nice.checkplus.co.kr 입력 > "추가"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