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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서비스 만족도,
‘채용정보 유용성’높고, ‘부가정보 서비스’낮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4개 취업정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은

점이었으며 사람인, 커리어

3.5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채용정보 유용성’ 만족도는 높은 반면, ‘부가정보 서비스’ 만족도는 낮아
취업정보 서비스 이용자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용정보 유용성’(3.73점)

1,200

만족도는 높은 반면, ‘부가정보 서비스 ’(3.45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

나타났다.

* 부가정보서비스: 회원간정보공유, 이력서편집·인적성검사등취업지원에도움이되는정보서비스
채용정보 유용성’, ‘사이트 이용편리성 및 고객응대’, ‘정보관리 편리성’에서는

‘

사람인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부가정보 서비스’, ‘서비스 호감도’는 커리어가

‘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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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정보 서비스 선택 시 ‘채용정보 다양성’, ‘채용정보 정확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
< 취업정보 서비스 선택 시 중요 요소 >

(단위 : 명, %)

취업정보 서비스 선택 시 중요
구분

응답자(비율)

채용정보의 다양성

377(31.4)

채용정보의 정확성

317(26.4)

채용정보 검색 편리성

198(16.5)

사이트 인지도

164(13.7)

이력서·지원 관리 편리성

106(8.8)

기타

38(3.2)

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채용정보
다양성’(31.4%), ‘채용정보 정확성’
정보 검색 편리성’(16.5%),

(26.4%), ‘

사이트 인지도’(13.7%), ‘이력서·지원

‘

관리 편리성’(8.8%) 순으로 나타났다.
* n=1,200명

☐ 채용정보 검증, 연봉·근무조건 평가 프로그램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 취업정보 서비스 이용 시 개선이 필요한 점 >

한편, 취업정보 서비스 이용 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채용정보
등록 기업에 대한 검증체계’(43.2%),
‘연봉, 근무조건 등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34.2%)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10.0%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단위 : 명, %)

구분
채용정보 등록 기업에 대한
검증체계
연봉, 근무조건 등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응답자(비율)
519(43.2)
410(34.2)

개인정보 보호 강화

120(10.0)

취업박람회, 세미나 등
오프라인 행사

113(9.4)

개선할 점이 없음

38(3.2)

* n=1,200명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업자별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향후 해당 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커리어 (가나다 순)
o 설문조사 : 조사시점
6개월온라인
이내에설문조사
조사대상(’17.7.30.∼’17.8.18.)
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1,200명을 이전
대상으로
- 업체별 각 300명
o 분석개요 : 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p, 종합만족도는부문별가중평균 적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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