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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개요

상황분석

문제점

성공취업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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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취업이 힘든가요?

상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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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기업은 구인난!

상황분석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q8raszfbVAhVOv5QKHU5GC0QQjRwIBw&url=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70729.99099007053&psig=AFQjCNGcDTEISFacx_bzHdO-OTJ4F2lSpg&ust=150389532423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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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및 취업코칭 & 컨설팅 Trend

상황분석

검색기능 중심의
일방향 Push 정보

2000 ~ 2010

경험과 소셜중심
Push 정보

2010 ~ 현재

개인에게 Customize된

맞춤형 컨설팅

Customize 된
Job Curation

√  현재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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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칭 발생

≠
구직자 구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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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Quality 보다 Quantity 위주의 시장

학생의 전공 및 희망직무에 Customize된 컨설턴트 매칭 불가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한 배정형태의 컨설팅 운영

사설업체를통한상담및컨설팅의문제점

공공기관을통한상담및컨설팅의문제점

고착화된사후평가 (정부대상보고서에불과)

구체적인과정과대안을제시하기보다는통상적인대안제시

학생통합관리시스템부재

상담신청인원에비해부족한컨설턴트인원

컨설팅과상품을패키지로판매하여컨설팅의질이떨어짐

컨설턴트의전문성확인이어려움

비싼가격 (고액과외처럼대기업& 공기업패키지의경우
300~400만원에거래됨)

구매력을가진상위 20%의취업준비생에게편향된시장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존 취업코칭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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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취업 솔루션

WHAT  DO  ○○○○ NEED?

✓ 개개인의성향과 직무에맞는 코칭필요

✓ 채용공고에 맞는경쟁력있는 입사지원필요

✓ 매칭가능성 높은우수기업추천 및지원받을수있는조력자 필요

✓ 모집분야에 대한이해도 높은지원자필요

✓ 기본소양을갖춘우수인재 채용의Needs 높음

✓ 입사지원자에게 정확한회사소개와우수성 홍보필요

✓ 분야별전문성이 있는컨설턴트 Pool 필요

✓ 시간& 공간에 구애없는실시간 코칭가능한플랫폼 필요

✓ 개인별특성에 맞는컨설팅및 기업추천필요

취업 준비생 구인기업

컨설턴트·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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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취업 솔루션

On-Demand

Service

Online 

Service

Matching

Service

Offline 

Service

취업 준비생

코치

기업

• 전문분야 컨설팅

• 효율적 관리

• 물리적 한계 극복

• 올바른 진로설정

• 희망직무에 맞는 컨설팅

• 컨설팅 History 관리

• 적합한 기업 추천

• 준비된 인재 확보

• 신뢰 높은 정보제공

• 채용 만족도 사승

• 효율적인 취업관리

• 다양한 컨설턴트 Pool

• 만족도 높은 컨설팅

• 저비용 고효율 플랫폼
대학

캠퍼스 코치잡, 솔루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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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코치잡 소개

서비스 컨셉

특장점

진행 프로세스

직무별/기업별 코치

품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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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컨셉

O2O JOB코칭 플랫폼, 캠퍼스 코치잡은?

1. ‘사용자’ 플랫폼

PC버전 + 모바일웹

졸업예정자 및 취준생을 위한

사용자 플랫폼 제공

2. ‘코치 상담용’ 플랫폼

제안사 코칭잡(coachjob.net) 

플랫폼 활용

대 학 교 및 이 용 기 관 을 위 한

캠퍼스코치잡 ‘통합관리자 플랫폼’ 제공

Three Platform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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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제공되는
On-Demand & O2O Consulting

√ 참여희망 학생, 취준생 대상 전수조사 진행

√ 초기 Rapport 형성을 위한 전화상담 진행

√ 필요 시 추가 대면상담 진행

√ 온라인 & 유선전화 상담 진행

√ 1인 최소 5회 이상 컨설팅 진행

√ 취업에 필요한 Contents 제공

√ 실시간 을 통한 상담

√ 코칭과 컨설팅 품질 관리

√  미사용 학생과 취준생에 대한 관리

√ 코치 업무역량 교육 (분기당 1회 진행)

√  추천 채용정보 제공

√  인사담당자 컨텍을 통한 추천기업 안내

√  추천기업 박람회 동행면접 진행

● 대면·전화상담 ● 온라인 상담

● 취업알선 ● 코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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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꼭 필요한 취업기술과 정보를 집어주는
통합관리플랫폼의 맞춤 Job Curation

캠퍼스코치잡의 통합관리플랫폼은 유저 데이터를 크롤링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다량의 취업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기업 및 직무별로 큐레이션하여 취업컨설턴트와 학생 모두에게 관련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융복합솔루션 기반의 잡 컨설팅으로 코칭의 전문성과 성공확률을 보장합니다.

Job Data

통합관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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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프로세스

참여자 모집 활동을 시작으로
캠퍼스코치잡 진행 프로세스 출발!

컨설팅 통합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수요처 & 컨설턴트 효율적 관리
코칭현황 확인및 실시간모니터링

- 참여자전수조사진행

- 최종참여대상확정

상담사배정관리

- 진행

- 학교/학과,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공요청

구직현황관리및 취업코칭진행

대상학생에게사용자플랫폼

임시 ID/PW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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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서비스 방향성과 관리영역 및 방식의 일원화
단계별 구조화 된 상담체계

• 대상 선정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전화·문자 연락

• 1차, 2차 전화 유선 상담

–취업여부 및 준비 여부, 관심분야/기업, 애로점 체크

–구조화된 설문지 기법 적용

• 유선전화 상담 결과에 따른 학생 군 그룹핑

–즉시 취업희망 / 자신감 회복, 취업족보 제공

–강소 유망기업, 직업 정보제공, 취성패 등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취업포기자 / 진학반

코칭 사전 단계 (탐색 및 그룹핑)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전담코치 배정

•자사 취업전담 컨설턴트로 구성된 1: 1전담코치

–전화 유선상담 (연간 300명 이상 상담 경험)

–사업 참여유도 그룹핑 및 취업족보 등 콘텐츠 제공

•코치코치와 취준생 간의 RAPPORT 형성 및 취업 자신

감 회복

1차 코칭 (취업의지 고취)

•전공별 / 분야별 개별 컨설팅

–140여명 이상의 코치잡 전문코치의 컨설팅

2차 코칭 (실질 역량 강화)

•인사담당자를 통한 추천기업 안내

–현직 인사담당자를 통한 취준생의 질문, 자소서 피드백, 

면접 예상질문에 24시간 온라인 멘토링 제공

3차 컨설팅 (취업 연결)

진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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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코치현황

총 27개 분야 556명 코치
직무별 코치 현황

경영·기획·전략

44명

인사·총무·법무

54명

재무·회계·IR

11명

경영지원·사무

53명

IT·인터넷·모바일

22명

디자인

5명

연구개발·설계

13명

미디어·언론

4명

생산·제조·품질

22명

무역·유통·물류·구매

18명

마케팅·광고

25명

홍보·PR

9명

고객상담·고객지원

26명

영업·영업관리·영업지원

55명

섬유·의류·패션

4명

금융·증권·보험·은행

20명

호텔·여행·항공

10명

교육·교사·강사

43명

사회복지·상담

35명

직업상담·헤드헌팅·노무

42명

공공·공무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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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코치현황

총 44개 대기업 124명 코치
대기업 취업코치 현황

11명 3명 3명 3명 12명 4명 1명 3명 2명 2명 4명

2명 1명 4명 2명 3명 13명 1명 1명 8명 1명 1명

3명 2명 2명 1명 3명 1명 1명 1명 2명 2명 1명

2명 1명 1명 3명 2명 2명 2명 2명 3명 1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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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방안

취업코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검증 및 관리교육체계 수립
내부 인증절차 및 취업코치 교육을 통한 서비스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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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방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화된 코치조직 운영

플랫폼 개발/운영

전문인력 배치
기획, 개발

디자인, 퍼블리셔

커스터마이징 상시가능



03

플랫폼 캠퍼스코치잡

플랫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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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소개

*사용자 플랫폼

‘PC’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근가능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상담신청과
상담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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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소개

*사용자 플랫폼

쉽고 빠른 코칭신청 프로세스!

‘온라인 경력상담’ 신청

온라인 코칭 신청을 작성 후 !

코칭 참여자

신청내용 수신

·   알림 Push SMS 수신

· 24시간 이내 전담코치가
코칭 완료 후 결과 발송

온라인 코칭결과 확인!

코칭 참여 대상자에게 임시

ID/PW 이메일/SMS 발송

해당 기관/학교 사용자
전용홈페이지로 접근 후 로그인

실시간 코치톡을 통한
추가코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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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소개

*통합관리자 시스템

모든 코칭 진행상황과 학생들의 구직현황을 한곳에서 관리!

√ 참여자 관리 √ 취업 현황관리 √ 코치 활동현황 √ 통계관리

• 전체 참여자 현황

• 추천기업 등록

• 취업현황 관리

• 상담일지 관리

• 구직상태별 현황

• 기업추천 현황

• 취업자 현황

• 코치 정보

• 전담인원 활동현황

• 코칭 상담내역 관리

• 구직상태별

• 상담형태 주제별

• 취업자 직종직무별

√ 코치 MY페이지

통합관리자 시스템 주요 메뉴구성

√ 추천 채용정보 관리

취업코칭

현황판

모든 ‘상담일지’와 ‘현황‘리스트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코칭 참여자 관리를 위한 SMS 발송기능 제공

모든 코칭현황 및 구직현황 통계 데이터 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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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소개

*통합관리자 시스템

[총괄 현황판] – 전체 사용자의 참여현황 통계를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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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소개

*통합관리자 시스템

[참여자 활동현황] – 전체 학생들의 코칭건수, 개인상담 현황, 구직상태 등 확인가능

Pow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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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소개

*통합관리자 시스템

[참여자 정보] – 개별 학생들의 모든 코칭 진행현황을 한눈에 확인가능

Powered by



28

플랫폼 소개

*통합관리자 시스템

[구직상태별 현황] – 구직상태별 관리기능

Pow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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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소개

*통합관리자 시스템

[취업자 현황] – 입사에 성공한 학생들의 취업처 확인가능

Powered by



30

플랫폼 소개

*통합관리자 시스템

[코칭 활동현황] – 참여 전담코치들의 참여자 관리현황 확인

Pow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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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운영실적

사업예산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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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상기 가격은 VAT(10%) 미포함 가격입니다.

서비스 항목 상품명 제공 내용 이용 기간 제안 단가

컨설팅
(온라인 + 전화)

건당 상품

·컨설팅 100건 미만 3개월 50,000원 / 건

·컨설팅 100건 이상 ~ 300건 미만

6개월

40,000원 / 건

·컨설팅 300건 이상 30,000원 / 건

(*추천) 
패키지 상품

(인원 당 과금)

·1인 당 5회 컨설팅 제공

· 자소서 첨삭 1회, 입사지원 1회 연결

* 최소 20명 이상

200,000원 / 인

플랫폼 환경구축 온라인 컨설팅 플랫폼(사용자 & 관리자) 제공 환경구축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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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국민대학교 졸업생 취업컨설팅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취업 상담 운영 2018.10 ~ 2018.12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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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소개

회사소개

사업영역

사업연혁

인증 및 특허정보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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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분야 전문”

제안사는 취준생과 전직 및 퇴직자를 위한 취업 컨설팅을 중심으로 Total Job Solution을 제공하는 취업분야 전문 사업자로써
각 종 취업박람회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사업과 자체 개발한 플랫폼 “코치잡”으로 온라인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을 아우르는 B2B 사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위다스컴퍼니는 상용화 된 Job Consulting Platform “코치잡”으로
취업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Our PlatformOur Business

“B2B에서 B2C로의 고객 확장”

공공기관 및 정부,
취업박람회, 대학, 
기업, 일반인 대상

주요 사업 특징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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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emand Job Consulting & O2O Platform Solution
“전문 취업컨설팅 역량과 IT기술의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취업·전직컨설팅
취업준비생과전직·경력관리를고민하는직장인을대상으로취업 준비
및진로설정부터취업후경력관리까지맞춤형온·오프라인취업컨설팅
을진행합니다.

2. 공공·정부사업과취업박람회·대학사업
공공·정부사업과취업박람회, 대학사업등오프라인사업의환경분석, 
방향성, 기획, 운영, 홍보까지One-Stop 서비스를제공합니다.

3. 온라인플랫폼솔루션제공
공공, 취업박람회, 대학사업등취업지원과관련된
오프라인사업진행과해당사업성에맞는토탈Online 
플랫폼솔루션을제공합니다.

4. 코치잡& 캠퍼스코치잡
언제어디서든가능한온디맨드컨설팅플랫폼코치
잡을통해전문취업컨설턴트와함께하는온라인
&오프라인맞춤관리시스템을제공합니다.

취업준비진로설정

경력관리 전직준비

취업 후
사후관리

Total Job
Consulting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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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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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emand& O2O컨설팅플랫폼코치잡특허출원

자체개발한취업컨설팅플랫폼으로선도적인시장입지구축

벤처기업인증 코치잡특허상표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인증 및 특허 정보

인증 및 특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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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및기업, 각종채용박람회와대학에전용플랫폼공급
기획과운영을포함한오프라인사업참여와온라인솔루션제공

클라이언트

공공기관 및 정부와 기업, 대학교 등에 당사의 전용 컨설팅 플랫폼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코치잡 플랫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fvZ6cssLiAhXJUN4KHTW4BUsQjRx6BAgBEAQ&url=https%3A%2F%2Fwww.moel.go.kr%2Fcommon%2FdownloadEtcFile.do%3Bjsessionid%3DSJtPGJW01KesM20nd3uY33dyaHFJhzMdaqa7NFjmbcjFgGcWM0aaCqgmnbNOM2GH.moel_was_outside_servlet_www1%3Ffile_name%3Dreport2018a.pdf%26org_file_name%3D2018%25EB%2585%2584%2B%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B%25EC%2597%2585%25EB%25AC%25B4%25EA%25B3%2584%25ED%259A%258D.pdf%26web_path%3Detcdownload&psig=AOvVaw06dNF8zU2IcUmD23-dFV6C&ust=1559276085276926


성공적인 취업컨설팅 플랫폼 캠퍼스코치잡과 함께 하십시오.

㈜위다스컴퍼니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916번길7 서일빌딩405호

E. help@coachjob.net |   T. 02. 6413. 0308

http://www.coachjob.net

http://www.coachjo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