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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OUT 반석써치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역량이 진정한 차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체 30만 명 이상의 우수한 인재 data base, 깊이 있고 폭 넓은 전문적 네트워크,
효율적 시스템의 유기적 작동과 전담 컨설턴트의 열정이 만드는 프리미엄 서비스.
이것이 반석써치㈜를 만드는 기본 신념이며 결과로 인정받는 차별화된 자부심입니다.

검증된 신뢰, 이러한 고객사들의 과분한 평가야말로 반석써치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반석써치의 전문화된 프로세스는,
산업 분야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컨설턴트들의 기업과 포지션에 대한 통찰력과
인재를 보는 한 차원 높은 안목에서 출발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구축된 과학적인 프로세스와 탄탄한 컨설턴트 조직을 갖춘 전문가가
고객사의 더 높은 성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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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OUT 반석써치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컨설팅. 반석써치는 개인의 역량을 기업의 성공으로 매칭합니다.
우수한 인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인재입니다.
또한 앞서가는 기업은 개인의 발전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성공적인 퍼포먼스로 확장시킵니다.
반석써치(주)의 서비스는 단순한 인재추천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과 기업의 성공을 돕는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타 써치펌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HR컨설팅,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평판조회,
HRM과 HRD의 체계적 자문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 등 HR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다양한 서비스는
오직 반석써치에서만 가능합니다.

“반석써치㈜는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쳐 알선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HR시스템을 구축,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합니다.
반석써치의 차별화된 개인역량 강화 컨설팅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하여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커리어케어 프로그램으로 개인과 기업의 성공 목표에 더욱
분명하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반석써치의 HR컨설팅 노하우는
앞서가는 기업의 더 큰 성장과 역량있는 개인의 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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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ANY HISTORY
연혁
2014년 02월 10일 중국 Dalian Chinatop Service Co., Ltd. 파트너 협약
2014년 05월 15일 2014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재 선정 - HR부문
2014년 08월 11일 싱가폴 JLU Global Career Pte. Ltd. 파트너 협약
2014년 10월 01일 일본 GROP Corporation 파트너 협약
2014년 11월 01일 홈페이지 Renewal
2014년 10월 28일 국외 인재추천 고용노동부 승인
2014년 11월 01일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2015년 03월 23일 2015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HR부문
2015년 11월 26일 인천지사 개설
2015년 12월 10일 미국지사 Open

2013년 3월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선정 - HR부문
2011년 09월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
2010년 10월 04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6-8 이전
2007년 02월 21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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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턴트 구성
컨설턴트 구성
반석써치㈜의 컨설턴트는 각 산업군별 다양한 실무 경험과 인사관리 업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친 동향분석과 정교하고 체계적인 기업 분석을 통해 해당 업무의 특성과 포지션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반석써치㈜ 전체 컨설턴트 수 : 61명 (2018년 01월 기준)
경력 연수/인원수 비율

해당 경력 컨설턴트 숫자 / 석사 이상 학력 비율

5년 이상 / 46%

28명 / 45%

3년~5년 / 36%

22명 / 40%

3년 미만 / 18%

11명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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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석써치 MISSION & 서비스 강점

- 기업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인재 추천
- 개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맞춤 기업과 포지션 매칭
-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실행
- 개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 커리어케어 프로그램 운영
- 인사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반석써치㈜는 산업 현장 경영 전반을 경험한 풍부한 경력의 전문 컨설턴트 집단으로
최적의 인재 추천 역량, 성과관리 및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수준 높은 HR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컨설턴트 조직의 방대한 인적 및 지적 Network 구축으로 적기 인재 추천 가능
- 320,000명을 상회하는 방대한 data base 구축 및 Upgrade 역량 확보
- ERP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인재 추천 역량 보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의 인사, 노무 HR 전반 컨설팅 역량 보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행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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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R 컨설팅
HR 컨설팅
반석써치㈜ 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매칭하여 의뢰 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인재의 만남이라는 헤드헌팅 고유의 목적을 더욱 심도 깊게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HR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더욱 크게 키워나가고,
우수한 인재는 자신의 역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꾸준히 강화해서 보다 큰 도전과 성취를 이루어 냅니다.

반석써치㈜에서 제공하는 기업 HR컨설팅과 개인 경력관리 컨설팅은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기업과 개인 모두의 성공을 돕고
추구하는 목표에 보다 빠르게 다가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더욱 탁월하게 만들고,
앞서가는 기업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는
반석써치㈜의 전문 HR컨설팅을 경험해 보십시오.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업, 기업의 미래를 만드는 개인
반석써치㈜가 추구하는 특별한 HR컨설팅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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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R 컨설팅 – 기업 HR컨설팅
기업 HR컨설팅

- 업적평가(BSC, KPI) 및 역량평가(3~5단계) 설계
- HRM 주도의 HRD 시스템 구축 (역량평가 및 인재육성 연동)
- 임원 평가 [장단기(SI, LI) 평가]
- 직원 평가 (조직평가 및 개인평가)
- 평가와 보상 (승진, 기본급 인상, 인센티브, 육성)의 연계

- 기업 Vision 설정
- 산업구조 분석 (동종업체, 경쟁업체, 신규, 잠재 진입)
- 시황 및 전망 분석
- 전략 수립
- 조직 재 구축, Value Chain 및 직무 분석
- 기업문화 구축 (Vision과 부합)
- 전략 재점검

- 인사관리 전반 (채용, 면접, 육성, 교육, 평판조회, 처우, T/O, 관련규정 등 일반 사항) 자문
- 근로기준법, 노동법, 임금교섭, 단체교섭, 퇴직금 등 관련 법률 및 판례 자문
- HRM, HRD, 직무급, 복리후생, 임금조정, 해외주재원, 교육제도, 리더쉽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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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R 컨설팅 – 개인 경력관리 컨설팅
개인 경력관리 컨설팅
반석써치에서는 구직자 개개인의 효율적인 경력관리와 성공적인 구직과정을 돕기 위한
개인 경력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직자의 성공적인 경력관리를 위한 현재 연봉에 대한 적정수준 평가 컨설팅
- 적절한 이직시점 제시를 통한 경력 업그레이드 컨설팅
- 업무 퍼포먼스의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역량개발 컨설팅
-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발표력,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기법 교육
- 각 직급별 역량 개발을 위한 단계별 업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임원급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컨설팅

- 선호도 높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 경력기술서 작성 요령 및 포지션 별 경력기술서 요점 구성 컨설팅
- 기업별, 포지션 별 구인정보 컨설팅
- 성공적인 연봉협상 컨설팅
- 이직대상 기업 선별 노하우 및 해당기업에 관련한 정보제공 컨설팅
- 각 기업별 면접 요령 및 사례별 맞춤 컨설팅
- 임원급 퇴직자를 위한 특화된 전직지원 컨설팅

11

6. HEADHUNTING PROCESS – FOR CLIENT
헤드헌팅 프로세스 / 고객사
1. 구인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분석

2. 계약

고객사 미팅을 통해 정확한 업무내용/구인방향 분석

서비스 기간 및 수임료 등 계약조건 협의 / 계약서 작성

3. 후보자 Search

4. 후보자 검증

자체 DB와 산업군별 전문 채널을 통한 후보자 search

담당 컨설턴트의 사전 인터뷰 / 평판 조회를 통한 검증

5. 후보자 추천

6. 고객사 인터뷰 주선

검증을 거친 적합한 인재를 의뢰 고객사에 추천

서류심사 통과 후보에 대해 고객사 인터뷰 주선

7. 고용 조건 합의

8. 채용 완료

최종 합격자에 대한 연봉, 근무개시일 등 조건 합의

출근 전 제출 서류 및 준비 과정 Advice

9. 채용 프로젝트 종료 및 사후 관리
출근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7일 이내 수수료 정산, 합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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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EADHUNTING PROCESS – FOR CANDIDATE
헤드헌팅 프로세스 / 후보자
1. 상시 인재DB 확보

2. 이력서 등록

특화된 산업군별 역량 있는 인재에 대한 상시 DB 확보

전문 컨설턴트가 검토 후 보완 / 확인 사항 점검

3. 지원의사 타진

4. 추천 인터뷰

기업의 구인 의뢰시 적합한 후보 물색 및 지원의사 타진

담당 컨설턴트의 사전 인터뷰 / 이력서 내용 진위 확인

5. 후보자 추천

6. 고객사 인터뷰 주선

적합한 인재를 의뢰 고객사에 추천

서류심사 통과 후보에 대해 고객사 인터뷰 주선

7. 최종합격 시 고용조건 합의

8. 채용 완료

최종 합격자에 대한 연봉 / 근무개시일 등 조건 합의

출근 전 제출 서류 및 준비 과정 advice

9. 채용 프로젝트 종료 및 경력관리 컨설팅
채용 확정된 후보자가 새로운 환경의 기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 이후 성공적인
경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장기적인 커리어 컨설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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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판조회

1. 고객사와 계약 체결
2. 고객사의 정확한 요구사항 분석
- 후보자가 수행할 주요 업무 및 그에 따른 역량별 검증 항목 파악
3. 후보자에 대한 사실 조사
- 학력, 경력, 범죄기록, 신용도 등 후보자가 기재한 정보에 대한 진위 확인
4. 후보자에 대한 평판 조회
-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성실도, 조직 내 융화관계 등에 대한 다각도의 조회
5. 수직, 수평, 내부, 외부에서 취합된 평판조회 결과를 종합한 평판조회 최종보고서를 고객사에 제공
< 반석써치㈜의 평판조회 서비스는 임원급 구인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반석써치㈜만의 특화된 채널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1. 인사고과, 조직구성 등에 필요한 재직자 평판조회 서비스 수행
2. 기업 내 재직자의 업무 수행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팀내, 부서간 평판조회 프로세스 진행
3. 동료, 상사, 부하직원 등 수직, 수평 관계를 통해 업무수행 역량과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융화도 등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평판조회 보고서 작성
4.

기업 내에서 정기 평판조회를 실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적자원 구성과 조직운영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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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헤드헌팅 수수료 체계

헤드헌팅 수수료 조건
연봉 4,000만원 미만

연봉 4,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총 연봉의 15%

연봉 1억원 이상
총 연봉의 25%

총 연봉의 20%

추천 후보가 합격하여 채용 된 후
첫 출근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일 이내에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상기 수수료 조건은 포지션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조건
보증기간 : 입사일로부터 90일
보증기간 내에 입사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할 경우, 동일한 조건의 대체인력을 무상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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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사 조직도

전문 컨설턴트의 우수 인재추천 역량

특화된 전문인력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해외 사업부 보유

미국
지사

메디칼
사업부

의사전문 헤드헌팅 사업부

기업의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와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 HR컨설팅 팀 운영

특화된 평판조회 시스템 활용

30만 건 이상의 자체 DB보유

교육
사업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과 취업에 특화된 리더스통 컨설팅 교육사업부
www.leaderstong.com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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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USINESS LICENCE

- 국내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

-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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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NTACT US

대표 문의처
대표전화 02-508-5175 / 02-2177-9801
팩스
02-508-5170

서비스별 문의처
구분

문의내용

E-mail 문의

국내 기업 인재추천 의뢰
해외 기업 인재추천 의뢰
헤드헌팅 서비스 관련

HR 컨설팅 관련

전화문의
02-2177-9801

hr@banseog.co.kr

평판조회 의뢰

02-2177-9801
02-2177-9801

의사(병원) 헤드헌팅 의뢰

jhbae@banseog.co.kr

02-2177-9832

기업 HR 전반 컨설팅

hr@banseog.co.kr

02-2177-9801

성과관리 컨설팅

hr@banseog.co.kr

02-2177-9801

경력관리 컨설팅

hr@banseog.co.kr

02-2177-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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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6-8 (대치동, 금척빌딩 3, 4층) [06192]
Tel 02-508-5175 / 02-2177-9801 Fax 02-508-5170
E-mail hr@banseog.co.kr
미국지사
12519 S.E 72nd St New castle, WA 98056, USA
Tel 82-2-2177-9822 / 425-499-1542
E-mail joonlee@banseog.co.kr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77-3 [63357]
Tel 070-7425-6179
E-mail bhlee@banseo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