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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areerfocus 

시계혼미의 시대라 표현할 만큼 급변하는 시대 흐름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에 놓여있는 모든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만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발굴해내는 시스템과 인재선발에 있어 

Screening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만이 기업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리어포커스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경력의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우수인재와 현직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직접 주변에서 검증된 인재를 발굴하여 추천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최고의 

인재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커리어포커스는 과거 15 년 이상 업계를 선도하며 구축한  
HR Know-How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B 

135000 
추천 전문가 

60 
컨설턴트 

21 
업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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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인재와 기업의 연결, 최고에게 맡기십시오. 



About Careerfocus 
㈜커리어포커스는 2008년 설립한 헤드헌팅 전문가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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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용시장의 전문성 

•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에서 국내 채용시장의 문화 및 트랜드 선도(대표 컨설턴트) 

• 국내 대기업 및 정부 투자기관 등 핵심인재 및 공채 등 채용 경험을 통한 노하우 보유 

• 노동부 및 언론, 대학 등에 취업전문가로서의 역량발휘 

최고의 스크리닝 전문성 활용 

• 기업의 채용 면접관으로 선발과정에 직접 참여우수인재평가 

• 인성 및 역량면접의 탁월한 경력 및 전문성 보유 

• Free Agent제도 등으로 사후 단계가 아니라 추천단계부터 레퍼런스 체크의 효과를 

반영함으로 선발오류를 최대한 차단. 

우수인재 채용확보 채널의 차별화 

• 온, 오프라인 기반의 다양한 분야의 차별화된 우수핵심 인재 풀을 구축 

• 각 분야별 전문가인 당사 컨설턴트와 HR 네트웍인 Free Agent system (해당 직종에 근무하며 

우수인력을 추천을 전담)을 가동하여 각 분야에서 검증된 최고의 우수인재 확보 채널운영 

기업의 핵심 인재를 찾고 있는 Client 와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에게 과거 15 년 이상 업계를 선도하며 구축한  HR Know-How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Careerfocus 
㈜커리어포커스는 다양한 고객사에 Right Person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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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기업/ 
외국계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커리어포커스는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Right Person을 추천하기 위해 

기업문화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역량기반의 search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커리어포커스 고객 속성 및 비율 ]  [ ㈜커리어포커스 주요 고객사 ]  



About Careerfocus 
㈜커리어포커스는 방대한 DB를 바탕으로 실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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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구분 

차, 부장급 

대리, 과장급  

기타 

R&D 마케팅/영업 경영/재무 생산/품질 기타 

42 40 27 34 7 

계 

150 

2 

12 

25 

3 

2 

7 

29 

2 

1 

6 

18 

2 

1 

8 

23 

2 

 

3 

4 

 

6 

3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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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업무개시(강남구) 

- 2018년 5월 ㈜커리어포커스 법인 

• ㈜커리어포커스 연혁 

- 대표컨설턴트 외 20명 

- FREE AGENT(외부 추천전문가) 60여명 활동 

- 전문분야별 마케팅 및 서치 담당(컨설턴트 소개페이지 참조) 

• 컨설턴트 현황 

• ㈜커리어포커스 채용실적 (2022년 기준) 

- 자체 이력서 DB : 약 138,000명(2022년 12월 기준) 

- 자체 보유 DB 속성( R&D 30%, 엔지니어 28%, 영업마케팅 32%, 경영기획 및 임원급 10% ) 

• Candidate DB 보유 현황 



CEO 
인재 전문가 조준상 대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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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커리어포커스 대표이사, 대표컨설턴트  

• 코리아리크루트㈜ Biz.총괄 상무이사, 

• HON(Walt Disney Brand) 상무이사 

• 국내보험사(삼성, 흥국, 국제) 채용, 교육, 영업기획, 마케팅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자부 산업기술재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 

주요업무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임원급등 핵심인재 채용(소비재 ,자동차, IT서비스, 전기전자분야 등)  

• 기업체 전문채용면접관(공기업 등), 면접관교육 컨설팅(국내대기업 등), 기업공채진행(인천공항공사 등) 

• KBS,MBC등 취업전문가 방송활동, 생산성본부 취업부문강사, 퇴직자 재취업컨설팅, 대학 취업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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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외국계기업 핵심인력 채용 

• CEO, CMO, CFO등 임원급 및 R&D, 엔지니어 등 리더급 인력 

 

기업 공개채용 대행진행 

• 인천공항공사, 한국전력, YTN, EBS, SK, 신한증권, 부산철도관리공단, 인천지하철공사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주요대기업 및 중견기업  

   

기업체 채용면접관 참여 

•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남부발전 등 신입공채 외부 전문 면접관 

• 서울메트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역량면접, PT면접 전문 면접관 

• 산림청 산하기관 채용 면접관 등 정부기관 및 대기업 면접관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중구, 광진구, 은평구 등) 채용 면접관 

 

기업체 면접관 교육 

• 현대해상화재보험 그룹사(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현대C&R,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하이카자동차손해사정) 

• 대우증권 면접관 교육(역량면접, PT면접) 

• 농수산물유통공사 면접관 교육(인성, 역량) 

• 기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면접관 교육 

기타/언론 등 

• 노동부 청년실업대책 전문가 참여,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전문가참여 

• 노동부 ‘희망21 취업지원사업’ 위탁운영, 

• 대기업 및 중견기업 퇴직자 재취업교육, 군 장기근무 전역자 취업강의 

• 서강대 등 50여 개 대학 취업강의 및 실전면접전문가 

• 기업 구조조정 관련 Outplacement 컨설팅 진행 

• KBS, MBC 9시뉴스 취업전문가 인터뷰 다수 

• MBC 시사프로그램 ‘채용시장변화 및 진단’ 전문가참여 

• MBC 경제전망대 ‘디지털시대 경력관리전략 십계명’  

• 부산PSB 취업대담프로그램 ‘지역 취업전망 및 지역대학 취업전략’  

• 기타 TV 및 라디오 취업전문가 코너진행 



OUR SERVICE 
㈜커리어포커스는 종합 H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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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hunting 

포지션 별 최적합 후보자 

서치, 검증, 추천 

Recruiting 

신입 및 경력 2~3년 차 우수 인재의 

추천 또는 채용대행서비스 

HR Consulting 

기업 면접관 대상 역량면접 진행 

요령에 대한 교육과 트레이닝 

Candidate interview & screen 

역량 위주의 candidate searching, 

기업문화 최적합 Right people 추천 

분야별 15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커리어포커스의 역량 

주요 서비스 

기업 면접관 역량면접교육 및 컨설팅 

신입, 경력 채용대행 

기업핵심인재, 전문가 추천 

역량, 기업문화 기반 후보자 추천 



Search Service Strength 
㈜커리어포커스는 다양한 고객사에 Right Person을 추천합니다. 

㈜커리어포커스 서비스는 내부 컨설턴트 Searching Team과  외부 Free Agent (현 재직 전문가에 의한 추천) 

컨설턴트로 구성된 서치 전문인력이 각 산업별 최적의 인적자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특장점 

• 해당분야 근무자인 Free Agent의 주변인물 추천 

• 동종업종 근무자 등 Direct Search 및 타겟 서치 

• 프로젝트별 Searching Team을 통해 인력 서치 

•  인재평가를 위한 전문성 보유(채용면접관, 전문면접관 교육) 

• 업무에 적합한 역량  파악을 위해 성과사례위주, action위주의 면접 시행 (유/무선) 

• 해당기업문화와의 적합성을 위한 인성면접강화  

• 기업의 문화에 적합한 장기근무가능 인력 확보 

• 기업의 해당직무의 전문성에 적합한 후보자 발굴 

• 고객사와의 장기적, 안정적 인력공급 네트웍 구축 

고객사 최적 인력의  
타겟 서치 / 추천  

역량면접 - 스크린 
(Competency-Based 
Structured Interview) 

기업 및 해당직무이해 
정형화된 직무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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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Agent System 
㈜커리어포커스는 현업전문가가 서치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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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포커스는 Free Agent 협약을 체결한 해당분야 전문가가 직접 주변에서 인력을 서치하고 검증된 

후보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헤드헌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ree Agent”시스템을 활용한 인재추천은 

해당분야 재직자가 검증을 거쳐 추천한 

인력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체크효과를 

사후단계에서가 아니라 추천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어서 선발오류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Free Agent System 장점 • Free Agent 전문가 리스트 

순번 포지션 성명 근무지 

1 임원 김** 경기도 

2 생관팀장 박** 화성 

3 CFO 김** 경기도 

4 품질보증팀장  정** 화성 

5 개발마케팅 팀장 최** 서울시 

6 디자인팀장 이** 서울시 

7 마케팅PM 김** 서울시 

8 해외사업팀(중국) 서** 서울시 

9 해외영업팀(일본) 이** 서울시 

10 R&D  김** 서울시 

11 주식IR,공시 나** 서울시 

12 홍보팀 변** 서울시 



Search Service Distinction 
㈜커리어포커스는 서치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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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포커스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으면 프로젝트별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PM 및 대표 컨설턴트의 

주도로 최적의 인재를 서칭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서치 프로젝트 팀 구성 

프로젝트 PM과 대표 컨설턴트 
프로젝트 진행과정 관리 

고객사 담당 컨설턴트가 Gateway 
역할을 수행하며 단일화된 커뮤니케이션 

01 

Searching Team 

01 

Industry 
Team 

02 

외부전문가 
(Free Agent) 

02 

대표 컨설턴트 

컨설턴트 

03 

Client 



Candidate Screen 
㈜커리어포커스는 역량기반 인터뷰로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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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포커스는 역량위주의 candidate searching과 해당 기업문화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Best people보다는 Right people을 찾아서 추천 드립니다. 

직무역량을 과거실적/경험과 행동패턴에서 

찾아내고 성과 재현성 및 역량수준을 검증 

Specialist의 자질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좋은 심성과 열정으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검증 

Humanist의 자질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의 폭넓은 경험과 

학습으로 변화의 시대를 읽어내고  

통합과 융합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검증 

Generalist의 자질 

조직 내외 문화와 시스템 내에 잘 정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 

근무안정성 및 커뮤니케이션 

Careerfocus 
인재 평가 기준 



Screening Distinction 
㈜커리어포커스는 채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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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포커스는 기업 공개 채용 진행, 채용 면접관 참여, 면접관 교육에 직접 참여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후보자 Screening을 진행합니다. 

• HR (채용 및 면접관 참여, 면접관 교육) 실적  

기업 공개채용 진행 
 

• 인천공항공사, 한국전력, YTN, EBS, SK, 신한증권, 부산철도관리공단, 인천지하철공사,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기업체 채용면접관 

 
•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남부발전등 신입공채 외부 전문 면접관 
• 서울메트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역량면접, PT면접 전문 면접관 
• 산림청 산하기관 채용 면접관 등 정부기관 및 대기업 면접관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중구, 광진구, 은평구 등) 채용 면접관 

 

기업체 면접관 교육 
 

• 현대해상화재보험 그룹사(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현대C&R,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하이카자동차손해사정) 
• 대우증권 면접관 교육(역량면접, PT면접) 
• 농수산물유통공사 면접관 교육(인성, 역량) 
• 기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면접관 교육 



Search Service Area 
㈜커리어포커스는 주요 업종 및 직종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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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 주요 직종 



Search Service Process 
㈜커리어포커스는 고객사 맞춤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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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인재발굴은 의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부 인재DB와 Free Agent System을 통해 어떤 

산업영역, 어떤 직무이든 10일 이내 1차 추천후보자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사 서비스 
의뢰 및 협의 

헤드헌팅 서비스 
계약체결 

후보자 서치 

후보자 추천 

고객사 주관 
인터뷰 시행 

최종 입사후보자 
추천 및 확정 

채용 프로젝트 
종결 및 사후관리 

입사조건 및 
연봉협의 

연봉협상 추천 서치 인터뷰 종결, 사후관리 계약 협의 확정 



Search Service Use Time 
㈜커리어포커스는 고객사 맞춤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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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리포트 

1차 리포트 

업무개시일 10일 경과 15일 경과 20일 경과 30일 경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리포트 

2차 리포트 

채용 결정 및 채용 

조건 협의 

최종입사결정 

1차 인터뷰 대상자 

선정 및 인터뷰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진행 

2차 인터뷰 

업무 종결 및 

사후관리 진행 

업무 완료 



Search Service Commission System 
㈜커리어포커스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와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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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체계 (고객사와 협의) 

연봉 수수료율 보증기간 

연봉 4,000만 미만 연봉 X 15% 3개월 

연봉 4,000만 이상 연봉 X 20% 3개월 

연봉 8,000만 이상 연봉 X 25% 3개월 

연봉 10,000만 이상 협의 결정 협의 결정 

㈜커리어포커스는 추천한 후보자가 계약에 의한 보증기간 내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로 퇴직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후임자 추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ur Consultant 
㈜커리어포커스는 산업별, 직무별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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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H”자동차 프로젝트 운영, 사업계획, 생산시스템 관리경력 

화장품대기업 경영계획 전반, 인사,총무,회계,물류,자재 경력 

자동차업계/부품회사, 의료기기업체, 생산총괄 및 경영관리 임원 경력 

해외진출 Joint Venture, 현재법인 설립, 공장라인 설립경력 

 

[전문분야] 

자동차, 화장품, 화학, 의료/바이오, 기계, 조선, 항공,제조업체 등 
길종식 

Executive Search / 전무 

 [주요경력]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반도체 중견기업 근무 경력 

 경영분석, 전략기획, 사업계획 담당 

 노무, 회계, 무역, 경영전반총괄 

 생산, 설비, 공정, 혁신, TPM, GMP, ENG, EHS, PSM 

        

 [전문분야] 

 전기·전자, 제약·바이오·의료, 화학·화장품·식품 이주훈 
Executive Search / 이사 



Our Consultant 
㈜커리어포커스는 산업별, 직무별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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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유·무기항균소재, 광촉매, 세라믹볼 등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ISO, 환경마크, 특허, 이노비즈 등 각종인증 및 국책과제수행 경력  

기능성세라믹 소재와 응용상품 영업 및 상품개발, 온라인 마케팅   

개발부터 생산, 영업경험 및 조직관리 경영목표 달성경력 보유 

 

[전문분야] 

바이오, 화학, 에너지, 전기전자, 유통, 자동차, 반도체 광학 등 정영철 
Executive Search / 이사 

[주요경력] 

삼성전자 Galaxy Exynos D/D 개발 경력 

임베디드 시스템 및 웹개발 경력 

미국 명문대학 재학생 대상 사업설명회 및 리크루팅 경력 

영어 / 일본어 구사가능 

           

[전문분야] 

제약/바이오/화장품, 반도체/IT 업종 등 

제약/바이오/화장품 업종 입사자 다수 

반도체 장비 제조사 입사자 다수 

변호준 
Executive Search / 이사 



Our Consultant 
㈜커리어포커스는 산업별, 직무별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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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화장품 및 제약분야 영업관리, 매출관리, 재고관리 채권관리등 경력 보유 

국내 화장품 제약관련 메이저 업체들 대상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출시진행 

골프웨어상품등 의류 브랜드 분야의 판매관리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개발관련 업무 디자인 컨셉, 금형개발, 제품사양결정등 전체 프로세스 관리 

            

[전문분야] 

제약, 바이오, 화장품, 게임 등 황상운 
Executive Search / 이사 

[주요경력] 

생활화학제품 기술연구소장, 생산/생산관리/품질관리팀장,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취득 

원료의약품 자동화 생산공장 신축 Project 추진(공정설계, 생산/품질/양산) 

NCS학습모듈(정밀화학제품) 집필 공동참여, 기업현장교사 수행 

산자부 부품소재개발사업 및 다수의 중소기업 혁신과제  수행 

ISO 9001 및 14001 통합인증(품질환경경영시스템) 취득 및 유지 

 

[전문분야] 

화학,바이오,제약,화장품,에너지, 환경 등 

김상훈 
Executive Search / 이사 



Our Consultant 
㈜커리어포커스는 산업별, 직무별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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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상품기획, 미주사업자 대응전략, 마케팅 전략 수립 

미국 실리콘밸리 및 프랑스 Kapsch사 기술평가, 인도 현지 시스템 개발 및 인도인력 관리팀장 

무선통신 개발(Mobile WiMAX, TD-LTE, GSM), 삼성그룹 외국인 지도선배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SW R&D, SW Testing Development, IT HR Management 

       

[전문분야] 

임베디드, IT, 반도체, 전기전자, 제약 등 김종선 
Executive Search / 이사 

[주요경력] 

의류학 전공, 의류벤더 해외영업 업무 경력 

섬유, 의류분야 제조, 생산, 무역, 해외영업 

DEVELOP : 소싱, 신규 아이템 및 거래처 발굴 

PRODUCTION : COSTING, 원가관리, TNA, 생산관리, 납기 및 사고관리 

COMMUNICATION : BUYER, SUPPLIER, FACTORY 

       

[전문분야]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외 제조업전반 

이창희 
Executive Search / 이사 



Our Consultant 
㈜커리어포커스는 산업별, 직무별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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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내 중견기업 구매,마케팅, 기술영업, 중장기 전략 수립 운영 경력보유 

Clean 사업장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0,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개발영업, 영업관리등 고객유치 및 고객관리 역량 보유, 회사수익 개선 

전기전자, 자동차산업, 식품 바이오 제약분야 경력보유 

       

[전문분야] 

전기전자, 자동차산업, 식품 바이오, 제약분야 등 구한수 
Executive Search / 이사 

[주요경력] 

글로벌 패션전문기업 수출 및 해외영업 해외바이어 관리 경력 

해외 봉제 공장 라인 계획 수립 및 생산 출고 관리 담당, Costing 및 정산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공장근무 경력, 바이어 소통과 생산시스템 재 구축 

            

[전문분야] 

섬유, 패션, 소비재, 전기전자, 바이오 제약분야 등 

최원기 
Executive Search / 이사 



Our Consultant 
㈜커리어포커스는 산업별, 직무별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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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화학회사 R&D 연구소장, 프로젝트운영, 사업계획, 생산 및 품질 시스템 총괄 관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 마케팅, 영업, 생산, 물류, 자재업무 총괄 경력 

난연/준불연 코팅제, 고객맞춤 복합난연제 개발 및 기술지원업무 

Automotive(현대자동차)의 외/내장소재용 코팅제 개발 및 해외기술업무지원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비 컨셉 및 고효율 성능개조, 개선 프로젝트 TFT, 컨설팅 

 

[전문분야] 

화학, 제약, 자동차, 중공업, 바이오 화장품분야 등 

지현구 
Executive Search / 이사 

[주요경력] 

한라중공업, 대우중공업 관리회계, 신규사업, 조직관리 리더 

중공업 분야 시설투자 및 R&D 예산기획, 예산 수립 및 집행 

신규사업 PM(신규사업 TF 및 사업성검토 전반) 조직관리 및 운영 

전사 통합 ERP 프로그래밍 구축, ISO인증대응, 외주업체 기성관리 등 

대우자동차판매 양판점 초기시장 개척 영업리더 경력 

 

[전문분야]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반도체, 화학, 화장품 등 

전병훈 
Executive Search / 이사 



Our Consultant 
㈜커리어포커스는 산업별, 직무별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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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모토로라코리아 등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기업 경력 

제어.통신, 시스템통합(SI), 데이터베이스, SW.프로그램.시스템개발 

사업관리, 프로젝트관리 :건축물, 플랜트 

공무.입찰.공정관리.손익관리, SAP/ERP시스템, 영업.마케팅, 신사업기획, 투자검토 

국내.해외(호주.영국.중동 등) 프로젝트 현지 수행 

 

[전문분야] 

전기/전자/통신, 플랜트/건축, 제약/바이오, 기계/화학 분야 등 

노선규 
Executive Search / 이사 

[주요경력] 

LS전선, LS엠트론 부서장 경력, 해외(독일)근무경력 

생산관리/생산/구매 팀장. 생산계획 및 제조원가관리 

경영진단(감사)팀: 국내/해외 법인 및 자회사 경영진단 및 감사 

경영혁신(Process Innovation) PJT, ERP(SAP)시스템 구축(국내 / 해외 법인)  운영 

  

[전문분야] 

전기/전자/중공업/기계 생산 및 생산기술, 생산관리, 구매 등 

2차 전지 및 반도체 관련 소재 및 장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한윤섭 
Executive Search / 이사 



Our Consultant 
㈜커리어포커스는 산업별, 직무별 최고의 전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www.careerfocus.co.kr 

[주요경력] 

자동차부품 중견기업 품질보증, 스페인, 독일, 체코, 중국 등 품질총괄 및 법인관리 

품질보증, 공정개선, 심사대응, 인증, 협력사관리, 외주업체관리, 공장점검 경력 

현대기아, 다임러, 훼비거, 폭스바겐, GM, 르노 등 관련 테스트리더 및 실차 테스트 경력 

CAN/BAP/DIAG/MEIDA/RDS/DAB, 고객대응(대책서, PPAP, ISIIR, 4M 변경 등) 

 

[전문분야] 

자동차/바이오〮제약/IT/전기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등 유제민 
Executive Search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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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통해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인 면접수행기술을 비롯하여 

역량면접의 질문, 관찰, 판단, 평가,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 면접관 별 평가 오차를 줄임으로써 선발의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 . 

• 훈련된 면접자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면접관의 오류를 줄이고, 면접의 Quality 상승 

• 체계화 된 교육 및 트레이닝을 통해 면접관의 면접역량이 강화됩니다. 

• 교육 및 실습과정을 통해 면접 스킬이 개선됩니다. 

기업문화에 적합한 Right Person 선발능력확보 

• 과거형의 사례중심 및 행동중심 면접 질문법 스킬을 익힙니다. 

• 핵심 인재를 가려내는 질문법 및 관찰법을 배웁니다. 

면접자들의 역량에 대한 검증능력 강화 



 
H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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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커리어포커스에 의뢰를 주시면, 사전 협의를 거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채용기준을 반영한 채용 스킬, 

면접 질문 스킬, 후보자 평가 스킬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합니다. 

• 기업 최근 면접 동향  

정교하고 다양한 
면접 방법의 

도입 

• 기업들이 면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 전통적인 집단면접과 PT면접 이외에 현장 체험형 면접, 술자리 면접, 파티형 면접, 대리나 

과장급의 실무자 참여, 채용캠프 (1박 2일 숙박 면접) 등을 적용 

• “전시효과 VS 실제평가의 타당성 향상” 이슈 발생 

• 상시 채용 시스템 및 경력 채용의 일반화, 채용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면접관이 

필요하며 수시로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접관이 필요함 

• 면접의 전문 역량이 필요한 과제로 인식 

• 면접위원 Pool 구성과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면접 역량 교육을 통해 전문 면접관의 수 확보 

및 자질 관리 

면접관의 
면접 역량 강화 

면접위원 Pool 제도 
및 지속적인 면접 
역량 강화 교육 

선발 역량 구조에 
적합한 면접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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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관 교육 실적  

현대해상 화재보험, 현대하이카 다이렉트자동차보험, 현대해상 자동차손해사정, 현대 C&R,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등 

역량면접, PT면접 

인성면접, 역량면접 

역량, 실습(총 2회 실시) 

역량면접, PT면접 

역량 면접,  시뮬레이션면접, 면접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석탄공사 산하기업 채용면접관, 산림청 산하기업 채용면접관 등 

현대해상화재보험 그룹사 

대우증권 

농수산물유통공사 

CU (구, 패밀리마트) 

LS엠트론 

한국산업은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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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관 교육 실적  

            <농수산물유통공사 교육>                                            <대우증권 면접관 교육> 

            <LS 엠트론 교육>                                                     <한국 산업은행 교육> 



CONTACT US 
빠른 시일 내로 뵙기를 바랍니다. 

16490_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인계동 

마라톤빌딩 1009호 

010–3364–3830 

070-4145-3830 

jsjo@careerfocus.co.kr 

www.careerfocus.co.kr 



THANK YOU 
See You S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