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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체커는 실패없는 채용을 위해  
지원자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착한 인재검증 플랫폼이에요!

김루키



특징 및 장점 03

� 사용하기 쉬워서 착해요.                      💳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착해요.                     

⛑ 믿을 만 해서 착해요. 🗃 한번에 모아볼 수 있어서 착해요.

루키체커는 딱 2단계 (시작하기, 결과보기)면 끝나요! 
<스텝-1> 사용하는 구인 채용공고에 붙여넣기만 하세요. 
<스텝-2> '결과보기'에서 한눈에 비교 후 채용하세요.

'평판조회'는 삼성, SK, 라인 등 글로벌 Top기업이 쓰는 선진 채용기법 ! 
국내 1등 평판조회 업체 '위크루트'의 모든 노하우를 루키체커에 담았어요.

서비스 이용은 전액 '무료'에요. 
지원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때만 1명당 ₩2,900 이 발생해요. 
베타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가능해요.

구인사이트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지원자 정보 확인하기 힘드셨죠?  
루키체커는 한번에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릴께요.



이용 프로세스

1.시작하기

'루키체커' <기업회원> 로그인 
<시작하기> → 채용공고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 카톡, 이메일,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셔도 됩니다!

<결과보기> → 지원자 이름을 클릭해서 
'상세보기'

2.결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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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항목 및 내용 (1)

1.객관식 9문항

5대 핵심역량 (성실성, 책임감, 팀워크, 고객친절, 도덕성) 
재고용 의사 
중대 이슈 (불성실한 근태, 윤리적 이슈, 고객과 잦은 트러블)

※ 5점 만점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 
※ 유무 확인으로 문제가 있었던 지원자를 검증

강점 (* 100자 이내 기재) 
개선점 (* 100자 이내 기재) 
경력내용 사실 확인 (* 필요시 작성) 
 

2.주관식 2문항

평판추천서 작성자는 1분만 시간을 내  
주시면 손쉽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어요. 

김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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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항목 및 내용 (2)

루키체커는 탁월한 선발타당도를 자랑해요!

1. 지원자 10명 중 2명은 ‘인재채용에 신중하세요!’라고  
     사장님들께 알려드려요.

2. 국내 1등 평판조회 업체, ㈜위크루트가 보유한 노하우  
     및 알고리즘을 담았어요.

3. 루키체커의 모든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어요.

지원자의 ‘본인전자서명’으로  
고용주를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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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력내용 및 평판정보에서 중대한 허위사
실이나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루키체커는 지원자 본인
에게 전자서명을 받아 놓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까지 꼼꼼하게 보호해드립니다. 



루키체커 신뢰도

국내 1등 평판조회 업체가 만들면 다릅니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업체 위크루트,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SPHR/GPHR를 국내 최초로 취득하고 5천건 이상의 평판조회를 진행해본 경험을 갖춘 인사전문가가 기획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NAPBS 멤버로 가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합니다.  

루키체커의 모든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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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금 및 문의

#상세보기#1명당 2,900원 #1개월 무료체험#맞춤형#비용패키지

수천명을 지원받고 평점만 확인하는 것은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자 중에 '상세정보'가 궁금한 분들에 대해서만  
1명당  ₩2,900만 내고 상세 평판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1개월간 ‘루키체커’를 마음껏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대량 이용시 맞춤형으로 별도 비용 패키지를 구성해드려요.  
바로 담당자에게 상담 문의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이메일] rookie@wecruitcorp.com 
[전화] 031-548-2311 
[카카오톡 채널] 루키체커 

루키체커 담당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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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채용의 미래를 만듭니다.

Korea Global office 

Indonesia Global offic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 번길 8 킨스타워 1504호(주)위크루트  
TEL : 031-778 -6710, 6583  
E-Mail : wecruit@wecruitcorp.com 
대표자:조강민 
사업자등록번호 : 134 87 09038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 : 제 2017 564001814 5 00006 호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번호 : Jl516020200002 
www.wecruitcorp.com 

Wecru it Corp.  
12780 Room #09 SMEs Tower6 Fl., JI.Gatot Subroto Kav.94, Jakarta, Indonesia  
TEL : 0822-1399-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