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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핵심역량 집중과 생산성 향상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원사가 함께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그 기업이 가장 잘하는 ‘탁월한 핵심역량’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 핵심역량에 집중해야 더 빠르고 더 크게 성장·발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운

영에 있어 아웃소싱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은 실력 있는 아웃소싱회사(도급·용역·파견)를 선택하기 위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

약 등 다양한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웃소싱회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외에는 객관적으로 서비스 수행력과 직원관리 안정성을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회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아웃소싱회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에 파견, 도급, 업무위탁, 헤드헌팅, 취업포털, 전직지원, 취업진로, 인사노무컨설팅 등

을 전문적 또는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아웃소싱회사는 대략 줄 잡아 2만여 개사에 달합니다. 

이 중 자신 있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에 회원사로 등록해, 자사의 이름을 내놓고 활동하

는 아웃소싱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회 회원사라면 안심하고 귀사의 업무를 맡

겨도 됩니다. 

본회는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수행을 통해 업계 내 준법기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경총공동 HR서비스 우수기업 인증과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을 통해 

우수 아웃소싱기업 확산과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본회 회원사는 각종 우수기업 인증 및 정부·협회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준법운영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임을 보장합니다. 이에 귀사의 고용관리와 핵심역량 

집중,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귀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 책을 펼쳐 주십시오. 

남창우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

HR서비스업계 상위 10% 준법·우수기업, 아웃소싱기업 선택의 길라잡이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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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연혁

2018	 국가보훈처	HR서비스매니저	양성과정
	 우수HR서비스기업	인증	2회	시행
	 고용서비스	관리사	자격	시행

2017	 경총	공동	우수HR서비스기업	인증	시행
	 국가보훈처	HR서비스매니저	양성과정

2016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수행
	 고용노동부	공동	근로자파견	표준계약서	개발

2015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시행
	 인적자원서비스	관련	노동개혁법	개선작업

2014	 서비스산업발전	기여	경제부총리상	수상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시행

2013	 국제고용서비스연맹	서울회의	개최

2012	 인적자원서비스교육원(평생교육원)	개소

2011	 대학	HR서비스매니저	학점과정	시행

2010	 한국경영자총협회	HR서비스산업	대표단체	가입

2009	 종합인적서비스사업자단체로	변경	인가

2007	 인적자원서비스관련	비정규직법	개선작업

2006		 아시아고용서비스연맹	한국대표단체	가입

2004		 국제고용서비스연맹	한국대표단체	가입

2002		 표준협회	공동	인적자원서비스	표준규격안	개발

2000		 한국인재파견협회로	사단법인	인가

1998		 근로자파견법	제정	작업

1992		 인재서비스협의회	창립

  HR서비스산업이란?

통상 인재파견, 채용대행, 헤드헌팅, 업무아웃소싱, 취업상담지원, 전직지원 등 인적자원(Hu-

man Resource)과 관련된 모든 고용 및 사업지원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HR서비스산업은 1997년 이후 아웃소싱시장의 형성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HR서비스기업의 증가 및 대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통해 산업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서비스 인사서비스 도급서비스

·인재파견,	채용대행

·헤드헌팅,	직업소개

·직업정보,	취업포털	

·직업상담,	전직지원

·HRM(인사관리)

·HRD(직무교육)

·HRO(인사아웃소싱)

·HRIS(인사정보시스템)

·도급(생산,	콜센터	등)

·위탁(사무,	판촉	등)

·대행(세무,	법무	등)

·용역(경비,	청소	등)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HR서비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HR서비스기업을 성장시키고

HR서비스 근로자를 보호하는 종합인적자원서비스사업자 대표단체로 고용 및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을 회원사로 하고 있습니다.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	설립년도	:	1992년

●	홈페이지	:	www.kostaffs.or.kr

●	인가기관	:	고용노동부

●	가입단체	:		세계고용연맹(World	Employment	Confederation)		

한국경영자총협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	설립목적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고용창출,	고용안정,	근로자	보호를	기치로	고용	및	아웃소싱	등	인

적자원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진흥함으로써	국민행복과	산업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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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활동2

  법·제도·정책 개선 활동으로 HR서비스산업 발전을 주도합니다.

  국내외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으로 HR서비스산업 성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	HR서비스 관련 법제도 규제·정책 연구 및 입법·제안 활동

				-	근로자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대한	개선

				-	국회,	정부,	관계기관,	관계단체,	학계,	언론계	대상	제안	및	관련	회의체	상시	참여

>>	HR서비스산업계 의견 수렴 및 사업 애로사항 개선 작업

				-	법·제도관련	애로사항	조사	및	통계,	정부	정책	및	행정조치	관련	애로사항	및	통계

				-	국회,	정부,	관계기관,	관계단체,	학계,	언론계	대상	제안	및	협의

>>	제 관계기관 연대를 통한 법·제도·정책 개선의 실효성 강화

				-	본회	직접	관련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의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진행

				-	관계기관	및	단체의	관련	국내외	행사에	대한	협회차원	지원	및	참여

>>	세계고용연맹 가입·활동으로 국제교류 및 산업 선진화 앞장

				-	미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	58개국이	함께하는	세계고용연맹	한국대표단체	가입	활동

				-	해외	법제도환경,	사업환경,	고용노동시장환경	등에	대한	상시교류	및	국제공조

>>	경영자단체 제 공조활동 및 관계기관 회의 등 산업대표 참석·활동

				-		경영자총협회	HR산업	대표단체	가입·활동으로	제	정책공조	및		

공급사업자·소속근로자	권익	신장	협의

				-		고용노동부,	국회	제	정책	및	입법기관	공식인가	및	사업자단체로	각종	제안활동	및		

회의체	참석

>>	사업자간 중심·허브역할을 통한 사업자 교류 및 권익확대를 지원

				-		조찬회,	워크숍,	세미나와	지방지부,	사업별	모임	등을	통한	정보·사업	교류	및	공동권익

의	추구

				-		영CEO포럼,	실무자회,	위원회	등의	각종	정책모임과	등산,	골프	등	운동모임을	통한	친목

과	단합

  산업 및 회원기업 홍보·마케팅으로 시장 성장을 지원합니다.

  실무교육 및 인재양성으로 양질의 기업성장을 견인합니다.

>>	산업관련 제 정책, 시장동향, 회원기업 활동 홍보

				-	HR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고용안정,	산업경제	지원의	순기능적	홍보

				-	각종	조사,	해외사례,	회원사	동향	등을	언론매체에	게재,	산업홍보에	앞장

>>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제 시행

				-	HR서비스기업의	준법	경영	및	근로자	보호	운영관리사항	심사	및	인증

				-	사용사,	정부,	정치권,	언론의	인증제	인정에	따른	산업·기업홍보	효과

>>	HR서비스기업을 위한 우수HR서비스기업 가이드북

				-	회원기업	현황	및	서비스	내용,	특장점을	수록한	가이드북	발행

				-	사용기업,	제	경제단체	등에	무상발송,	기업선정의	가이드	역할

>>	HR서비스산업 관련 실무교육, 관리교육, 법률교육

				-	HR서비스기업	직원	대상	제	실무,	관리,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

				-	HR서비스에	특화된	교육과	전문강사진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

>>	HR서비스기업 매니저 양성 및 고용 지원

				-	근로자파견	및	도급기업의	핵심인	HR서비스매니저	양성	및	고용지원

				-	대학	학점연계과정,	제	기관	위탁양성과정,	재직자	교육	운영

>>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및 관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교육을	통한	관리	리스크	해소

				-	관계기관	및	사용사단체	대상	교육	참여기업	및	수료자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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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HR기업
인증제

경총-코시아 공동! 우수한 공급사 선택의 올바른 기준을 제공!

■ 우수 HR서비스기업 인증제란?

HR서비스 시장의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와 인력관리의 적정성 확보,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 운영프로

세스 등 HR서비스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표준적이며, 실

제적인 인증기준을 지표화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

자 정보를 경총 회원사 및 사용기업들에게 제공하여 공급사업

자 선택의 기준을 제공해 올바른 HR서비스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준법 사업자 성장 및 종사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

는 제도입니다.

■ 인증부문

근로자파견 부문 아웃소싱서비스 부문

ㅇ	사무지원	종사자	부문

ㅇ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부문

ㅇ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부문

ㅇ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	부문

ㅇ	자동차운전	종사자	부문

ㅇ	전화·통신판매	종사자	부문

ㅇ	음식조리	종사자	부문

ㅇ	컴퓨터관련	종사자	부문

				(컴퓨터관련	전문가	및	준전문가)

ㅇ	기술	종사자	부문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종사자,	제도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ㅇ	예술·연예	종사자	부문

ㅇ	판매	종사자	부문

ㅇ	건물관리	종사자	부문

					(건물	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	종사자,	주차장	관리	종사자)

ㅇ	유통·판매	부문

ㅇ	물류·운송	부문

ㅇ	공항서비스	부문

ㅇ	생산·제조	부문

ㅇ	정보통신	부문

ㅇ	정보시스템	부문

ㅇ	게임·소프트웨어	부문

ㅇ	단체급식	부문

ㅇ	위생관리	부문

ㅇ	시설관리	부문

ㅇ	경비·보안	부문

ㅇ	콜센터	부문

ㅇ	전직지원	부문

ㅇ	인사노무	부문

ㅇ	취업진로	부문

ㅇ	급여대행	부문

ㅇ	헤드헌팅	부문

ㅇ	직업소개	부문

ㅇ	취업포털	부문

ㅇ	공공고용서비스	부문

활동3

  회원기업은 사용사(거래처), 근로자, 제 기관의 신뢰를 받습니다.

  회원기업은 당협회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	사용사(거래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협회 회원사를 원합니다.

				-	HR서비스기업의	규모와	업력을	떠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은	HR서비스산업협회	회원사

				-	회원사	간판	부착,	협회	로고	사용(회사소개서,	제안서,	홈페이지,	명함	등)을	통한	차별화

>>	입사지원자 및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의 징표입니다.

				-	대기업도	전경련,	경총,	관계사업단체	가입으로	기업의	안정성과	대국민	신뢰를	확보

				-		국민과	근로자가	신뢰하는	기업의	징표는	HR서비스산업협회	회원사인지의	여부

>>	회원사로서 사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인정받습니다.

				-	회원사를	대상으로	준법교육,	근로자	보호,	공정경쟁	등	지속적	케어	및	보호를	수행

				-	정부	및	제	감독기관	입장에서	기업의	사업자단체	가입여부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

>>	사업경영 및 운영관리 애로사항을 상담 및 지원받습니다.

				-	사업경영	상	발생하는	거래처의	과도한	횡포	및	요구,	부당거래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관계기관의	과도하고	부당한	감독의	보호,	법률·인사·노무관리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산업관련 각종 동향, 시장, 정책에 대한 정보 및 뉴스를 제공받습니다.

				-	산업관련	시장동향,	법률	및	정책	동향,	관계기관	동향	등	정보·뉴스를	수집	및	가공

				-	HR뉴스브리핑,	HR자료브리핑,	공공입찰	등을	일일·주간	단위로	제공

>>	사업운영 관련 다양한 제휴 및 할인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HR서비스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비절감	및	전문서비스를	제휴	및	개발하여	제공

				-	HR서비스기업	전문	노무자문,	구매할인(오피스용품,	화환,	소프트웨어),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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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HR기업
인증제

기업효과

-		언론사로의	대외홍보에	따른	기업이미지	제고	:	인증에	대한	내용	및	인증기업명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기업의	클린	이미지	홍보/마케팅	효과	극대화

-		지하철	광고에	따른	잠재고객에	대한	이미지	상승	: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사를	선정하여		

대형	스크린	광고를	진행함으로	최대다수의	잠재고객에게	광고효과	발휘

-		로고사용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제고	:	클린인증	로고	사용(홈페이지,	명함	등)에	따른		

기업의	클린이미지	상승

-	인증서	및	인증패	배포	및	활용

-	인증수여식	:	업계	관련	VIP	및	대외	기자	초청

-	관공서,	관련단체,	사용기업	홍보	:	책자제작	및	배포,	공문발송,	메일링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

사용사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기업!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제란?

불법·무허가	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	HR서비스·아웃소싱	사업자에	대하	공적	인증을	통해	근

로자의	법적	보호	강화와	기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인적자원	아웃소싱	사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인

증제를	통해	불법·무허가	사업자의	퇴출과	준법	사업자들의	사업적	성장	지원을	통한	적법	HR서

비스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수HR기업

No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위치

1 ㈜아람인테크 이서윤 서울시	강남구 -	파견	음식조리 p.46

2 케이텍맨파워㈜ 박영진 서울시	서초구

-	아웃소싱	유통판매

-	아웃소싱	물류운송

-	아웃소싱	공항서비스

-	아웃소싱	생산제조

p.77

3 ㈜서울커뮤니케이션 강건식 서울시	강남구 -	파견	사무지원 p.39

4 삼영물류㈜ 이상근 인천시	서구 -	아웃소싱	물류운송 -

5 ㈜휴먼솔루션 이승재 경기	고양시 -	아웃소싱	물류운송 p.94

6 주식회사	맨테크윈 김정식 서울시	서초구

-	파견	사무지원

p.31

-	파견	자동차운전

7 인트로맨(주) 고은희 서울시	마포구
-	파견	사무지원

-	아웃소싱	물류운송
-

8 ㈜지앤비시스템 허찬 서울시	강남구 -	아웃소싱	시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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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육클린HR기업

2016년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전화 위치

(주)국제기획컨설팅 권영태 서울시	영등포구 02-3667-2511 p.20

(주)그린맨파워 오진일 서울시	중구 02-730-1973 p.21

(주)다산엠피에스 임용택 서울시	영등포구 02-2057-9191 p.24

(주)맨테크윈 김정식 서울시	서초구	 02-577-5550 p.31

(주)맨파워그룹코리아 이우화 서울시	강남구	 02-6420-0302 -

(주)맨파워코리아 문용기 서울시	강남구	 02-6420-0302 p.33

(주)맨토스파워 최영은 서울시	마포구	 02-335-3330 p.32

(주)브라운네트웍스 손유성 서울시	동작구	 1588-2239 -

(주)삼구아이앤씨 동일범 서울시	동작구	 1588-2239 p.37

(주)삼구에프에스 한승청 서울시	구로구	 1588-2239 -

(주)삼구이엔엘 김정화 서울시	동작구	 1588-2239 -

삼신테크(주) 신동익 경기도	수원시	 031-695-6333 p.38

신우산업관리(주) 전용수 서울시	영등포구 02-587-7691 p.44

(주)에이치알메이트 이종수 서울시	서초구	 02-514-3790 p.52

(주)유니에스 이용훈 서울시	강남구	 1566-9797 p.59

(주)제니엘 박인주 서울시	서초구	 02-580-0114 -

(주)제이엔알써비스 정세영 서울시	마포구	 02-851-8122 p.68

제이엠피코리아(주) 노수열 서울시	영등포구 02-3142-4500 p.70

케이텍맨파워(주) 박영진 서울시	서초구	 1577-1986 p.77

(주)토탈에스이엠시스템 박인애 서울시	영등포구 02-587-7691 -

2017년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전화 위치

나사산업안전(주) 문영덕 서울시	동작구	 02-828-3939 -

스탭스	주식회사 박천웅 서울시	중구 02-2178-8010 p.43

(주)쓰리에스포유 우상욱 서울시	동작구	 02-820-7913 -

주식회사	아람인테크 이서윤 서울시	강남구	 02-552-1919 p.46

(주)에스이엔씨 김형규 울산시	남구 02-828-3939 -

주식회사	퍼스트인 이일기 부산시	부산진구 051-631-6648 p.80

휴스존주식회사 김재숙 서울시	강남구	 02-773-1919 -

(주)거성지엠에스 양봉조 대구시	동구 053-742-1221 p.18

주식회사	에이젝코리아 손윤철 서울시	중구 02-585-0637 p.51

(주)에이치앤아이컨설팅 황성진 서울시	영등포구 02-780-6044 -

(주)예스콘컨설팅 김창수 경북	구미시 054-474-8591 p.55

(주)유베이스 박대용,	허대건 서울시	용산구	 032-622-2010 -

주식회사	제일비엠시 김정현 서울시	서초구	 02-556-1970 p.71

(주)커리어휴먼 김미영 서울시	영등포구 02-6261-1471 -

(주)하이맥스컨설팅 서화덕 서울시	서초구	 02-523-1986 p.85

주식회사	휴:콥	 김경숙 서울시	마포구	 02-338-1302 p.98

(주)휴먼솔루션 이승재 경기	고양시 031-812-3787 p.94

준법 파견사업 문화 확산·정착! 준법 파견사업자 보호·성장!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이란?

준법 파견사업자 양성·준법 파견사업자 보호·준법 파견사업자 홍보를 통해 고용노동시

장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준법사업자의 확산 및 성장, 기업의 적법 근로자파견 사용문화 정

착을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8조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파견관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업효과

  - 과도한 행정·감독관리로부터의 교육참여업체의 행정조치 완화 및 보호 효과

  - 교육참여업체 내부 관리·마케팅 종사자의 관련법률지식 및 실무역량의 향상 효과

  - 시장에서 교육참여 파견사업자에 대한 사용기업 신뢰 향상에 따른 영업·마케팅 효과

  -  교육참여업체에 대한 취업지원자 신뢰 향상에 따른 인재수급 증대 및 인력난 해소 효과

등으로 교육참여 파견업체를 중심의 전체적인 근로자파견시장의 성장 및 확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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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
노동법률
자문단

■ 협회 노동법률자문단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사업 파견·노무용역분야에서 자율시정점검위원으로 활동했던 공

인노무사 중 12명을 협회 노동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여 HR서비스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정부사업 및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협회 노동법률자문단 리스트

No 노무법인 성명 주요지역 전문분야 연락처

1
공공노무법인	
강남지사

윤영득	
노무사

-	서울전지역
-		경기동부	
(성남,	수원)

-		노무관리	진단	
(근로자파견)

-	교육(노동관계법)
02-553-7800

2 노무법인	오름
김용호	
노무사

-		경기동부	
(성남,	수원)

-	제주

-		노동사건	대리	
(임금체불)

-	급여	대행
064-727-0574

3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

-	서울전지역
-		경기서부	
(안양,	안산)

-		노동사건	대리	
(부당해고)

-		노무관리	진단	
(용역) 02-6267-9870

4
이승연	
노무사

-	서울전지역
-		경기동부	
(성남,	수원)

-		노동사건	대리	
(체당금)

-	교육(인사관리)

5

노무법인	공명

장영재	
노무사

-	서울전지역
-		경기서부	
(안양,	안산)

-		노무관리	진단	
(적법	도급)

-	급여	대행
02-6909-2123

6
한보상	
노무사

-	서울전지역
-		경기동부	
(성남,	수원)

-		노동사건	대리	
(체당금)

-	노조	컨설팅
02-6909-2122

7
노무법인	
더휴먼

구건서	
노무사

-	서울전지역
-		경기서부	
(안양,	안산)

-		노무관리	진단	
(적법	도급)

-	교육(노동관계법)
02-3471-3400

8
노무법인	서원	
관악지사

방미진	
노무사

-	서울전지역
-		경기서부	
(안양,	안산)

-		노동사건	대리	
(부당해고)

-		인사제도	관련		
컨설팅

02-6408-1090

10
라이온

노무컨설팅
이용희	
노무사

-	서울전지역
-	인천전지역

-		노동사건	대리	
(부당해고)

-		노무관리	진단	
(근로자파견)

02-2601-4849

11

안국노무법인

신용훈	
노무사

-	서울전지역
-	인천전지역

-	급여	대행
-		인사제도	관련		
컨설팅

02-780-4571

12
고헌영	
노무사

-	서울전지역
-	인천전지역

-		노무관리	진단	
(적법	도급)

-	교육(노무관리)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민간고용서비스(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 용역) 사용 및 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주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행동강령 제정 및 배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 2016~17년 기업참여현황

구	분 사업주교육 현장방문컨설팅 행동강령	배포

2016 283 907 3000

2017 361 78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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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14년
·	자본금	:	1억원
·	직원현황	:		총	1명
·	주	서비스
				-		기업자문(노무관리	진단ㆍ규정정비ㆍ인사노무ㆍ	

노동조합	자문)
				-		인사노무컨설팅(직무체계ㆍ임금ㆍ평가ㆍ근로시간ㆍ	

성과보상ㆍ구조조정	등)
				-		노동사건	대리(해고ㆍ차별시정ㆍ부당노동행위ㆍ	

임금체불ㆍ체당금ㆍ산재)
				-		강의ㆍ교육(노동관계법령	강의ㆍ성희롱	예방교육	등)
				-		아웃소싱(급여,	4대보험,	고용안정	및	정부지원금	등)

·	주	거래처
				-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		애드미션
				-		대장금	한정식
				-		뉴페이스치과병원
				-		신촌	다인치과
				-		노원다인치과	병원
				-		에스	다인치과
				-		강북다인치과병원	등	다수

  ■ 서비스 강점

-		현장	중심의	경영자문(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필요
한	최근	이슈를	소개하고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Solution	제공)

-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및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점검	

-	노동사건	분쟁	발생	시	처리	방안	자문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의	운용실무에	대한	자문	
-	자문사	의뢰	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연혁 및 상훈

2012.	공공노무법인	본사	설립(부대표)
2014.	공공노무법인	강남지사	설립(대표)

공공노무법인 강남지사

대표자 윤영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21
    (화인강남빌딩 8층)
· 홈페이지 : www.00nomu.com

· 문의 전화 : 02-553-7800(代)
· 문의 메일 : 00gangnam@hanmail.net

   ■ 회사 개요

·	설립	:	1990년	
·	자본금	:	3억원
·	2017	매출액	:	178억원
·	직원현황	:		총	700명
				-	관리직	15명,	파견직	15명,	도급직	670명
·	지사	:	서울

·	주	서비스
				-		시설종합관리
				-		일반경비	및	신변보호
				-		건물미화
				-		생산도급
				-		인재파견

  ■ 서비스 강점

-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인프라	활용	극대화
-		업력	28년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고객사	만족도	향상

-		전문강사의	서비스	교육을	통한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 연혁 및 상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및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	수상
2010	대한민국경영혁신대상	대상	수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장	수상
대구지방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거성지엠에스

대표자 양봉조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13, 3층
· 홈페이지 : http://www.geo-sung.co.kr

· 문의 전화 : 053-742-1221(代)
· 문의 메일 : gms1221@geo-sung.co.kr

고객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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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4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360억원
·	직원현황	:		총	1,275명
				-	관리직	35명,	파견직	428명,	도급직	812명	
·	지사	:	서울,	창원,	군산,	거제,	부산
·		관계사	:		㈜아이피시,	디케이피플㈜,	㈜아이피테크,	

아이피로지스틱스㈜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아웃소싱
				-	헤드헌팅
				-	채용대행
				-	위탁도급(콜센터,	물류,	생산)
·	주	거래처
				-		호텔신라	/	HDC신라	/	두산면세점
				-	한국GM
				-	롯데카드	/	NH농협캐피탈
				-	IGS	/	넷마블	/	큐로드
				-	연세의료원

  ■ 서비스 강점

-	고객사	업무처리	전담부서	운영.
-	탄력적	운영으로	인력관리	문제해결.
-	기업부가가치	창출과	WIN-WIN	전략	마련.
-	검증된	분야별	자체DB	활용.
-	전국	Network	System	구축.
 

 ■ 연혁 및 상훈

1994.	주식회사	국제기획	설립(인천)
1999.	회사이전(서울)	/	상호변경→㈜국제기획컨설팅
2007.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	선정
2010.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위탁운영기관	선정
2014.	㈜국제기획컨설팅	부산지사	설립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보건복지부	취업지원	위탁운영기관	선정
2015.	아이피로지스틱스㈜	물류전문회사	설립
2016.		중소기업청	지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MAIN-BIZ)
2017.	㈜호텔신라	우수협력사	선정

㈜국제기획컨설팅

대표자 김판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1502 
(당산동4가,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 홈페이지 : http://www.kukjeplan.com

· 문의 전화 : 02-3667-2511(代)
· 문의 메일 : risdom234@gmail.com

도전과	열정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 회사 개요

·	설립	:	1998년	
·	자본금	:	3억원
·	2017	매출액	:	34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1,250명
				-	관리직	30명,	파견직	950명,	도급직	300명
·	지사	:	부산
·		관계사	:	㈜우리비젼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헤드헌팅
				-				아웃소싱(콜센터,	물류	등)
				-				채용대행
				-				HRM/HRD	컨설팅
·	주	거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연합뉴스
				-	조선방송
				-	한솔CSN

  ■ 서비스 강점

-	HR	맞춤	ERP
-	전문	관리자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리스크	방지
-	시스템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
-	풍부한	인력	DB보유
-	재무구조가	건전한	믿을	수	있는	기업

  ■ 연혁 및 상훈

1998.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1999.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2002.	월드컵	조직위원회	감사패
2005.	베스트파트너	감사패-엔씨소프트
2006.	외국기업협회	업무제휴
2011.	ISO9001-인력파견업에	대한	서비스	인증
2011.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	대상
2014.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6.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2회	연속)

㈜그린맨파워

대표자 오진일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8 
(무교동, 시그너스빌딩 12층)

· 홈페이지 : www.greenmp.co.kr

· 문의 전화 : 02-730-1973(代)
· 문의 메일 : plus35@nate.com

믿음을	주는	회사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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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2년
·	자본금	:	3억원
·	2017	매출액	:	11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450명
				-	관리직	10명,	파견직	340명,	도급직	100명
·	지사	:	부산,	광주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아웃소싱(도급/위탁)
				-	헤드헌팅	
				-	채용대행
·	주	거래처
				-		우리은행/우리카드
				-		현대카드/현대캐피탈
				-		현대기아차	그룹
				-		KB캐피탈
				-		JB우리캐피탈

  ■ 서비스 강점

-		금융업종	전문파견기업으로	금융분야	전문인재	
POOL	확보와	Know-How	축적

-		파견사	및	파견사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근속률	
향상	및	유대	강화	

-		고객의	Needs	분석	및	당사의	선발철학으로	기업을	
위한	최고의	인재를	파견

-		파견전	교육으로	소속감,자부심	고취	및	직무	애착	
유도로	업무수행능력	향상

-		관리자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활성화로	전문적
인	잡매니저의	육성

  ■ 연혁 및 상훈

2003.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업무계약	
2005.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업무계약	
2005.	대한민국	으뜸산업대상수상
2007.	아웃소싱	최고	경영자	선정	
2012.		현대기아차그룹사,	JB우리캐피탈(주)	등		

업무계약
2015.		에스와이오토캐피탈,	현대위아IHI터보,	

롯데홈쇼핑	업무계약
2015.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	선정(6년	연속)

㈜뉴야베스

대표자 이수섭

·  서울시 중구 소공로 35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302호

· 홈페이지 : www.njb.co.kr

· 문의 전화 : 02-515-7065(代)
· 문의 메일 : njb003@hanmail.net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열정이	있는	기업,	사랑이	있는	기업

   ■ 회사 개요

·	설립	:	2017년
·	자본금	:	2천만원
·	직원현황	:		총	3명

·	주	서비스
				-		기업노무자문
				-	징계·해고사건
				-	컨설팅,	강의
				-	외투기업자문
·	주	거래처
				-		농협
				-	하남시청
				-	신한벽지
				-	보보스링크

  ■ 서비스 강점

-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지향하는	자문
-	분쟁예방적이며	맞춤형	자문
-	성공적	경험에	기초한	대한	제시형	자문
-	다양한	사례와	정보에	기초한	과학적	자문

  ■ 연혁 및 상훈

2017.	노무법인	이성	설립(서울)
2018.	부산·울산·경남	지사	설립	예정

노무법인 이성

대표자 유재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층 912호

· 문의 전화 : 02-508-5181(代)
· 문의 메일 : cplayu@hanmail.net

이성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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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9년
·	자본금	:	3억원
·	2017	매출액	:	8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330명
				-	관리직	10명,	파견직	230명,	도급직	100명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채용대행(헤드헌팅)
				-		업무위탁
				-		교육관리서비스
				-		인사경영컨설팅
·	주	거래처
				-		서울보증보험
				-		네트웍오앤에스(SK그룹)
				-		삼성증권
				-		한양대학교
				-		새한신용정보

  ■ 서비스 강점

-	우수인력공급
-	효율적인	인력관리
-	인적	서비스	품질유지	관리
-	고품질	회원서비스	제공
-	고객사의	고객만족	실현

  ■ 연혁 및 상훈

2017.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	기업	선정
2016.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우수기업	인증
2016.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6.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	기업	선정
2015.	근로자파견	부문	고객만족대상	수상
201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MAIN	BIZ)

㈜다산엠피에스

대표자 임용택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7  
에이스테크노타워 907호

· 홈페이지 : www.dasanmps.co.kr

· 문의 전화 : 02-2057-9191(代)
· 문의 메일 : dasan_k@naver.com

고객지향	경영	/	가치경영	/	인간중시	경영	/	
고객신뢰	경영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12년	
·	자본금	:	1.5억원
·	직원현황	:		총	31명
				-	관리직	5명,	파견직	26명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헤드헌팅
				-		생산도급
				-		컨텐츠기술거래
				-		IT소프트웨어
·	주	거래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삼익THK㈜

  ■ 서비스 강점

-	전문인재의	신속한	배치
-	각	분야	인재	데이터베이스	다량보유
-		회사	전임	노무사/변호사를	통한		
노무	전문시스템	보유

-		지역	내	유수	업체,	관공서	등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운영능력검증

-	전문	관리자를	통한	효율적	관리

  ■ 연혁 및 상훈

2012.	㈜대격HRD	설립
2012.	대구시	공공기관	파견	계약
2013.	교과부	산하	스마트교육재단	계약
2015.	대구창조경제	C-Lab	1기	입문
2016.	㈜삼익THK	파견계약

㈜대경스마트파트론

대표자 김형찬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51안길 7 
(이곡2동, 5층) 

· 문의 전화 : 053-263-3300(代)
· 문의 메일 : dkhrd40@nate.com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26_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2018 KOHRSIA 회원사 _ 27

   ■ 회사 개요

·	설립	:	1982년
·	자본금	:	7.5억원
·	2017	매출액	:	5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500명
				-	관리직	25명,	도급직	475명

·	주	서비스
				-		경비	및	청소	용역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요양보호사	교육
				-		소독
				-		통신공사
·	주	거래처
				-		금호전기
				-		일양약품
				-		용인송담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콘티넨탈

  ■ 서비스 강점

-		34년의	도급	(경비,	청소,	시설관리)	아웃소싱	노하우
로	다양한	관리체계	구축

-		통합	경비	시스템	구축	
(인력경비,	기계경비	시스템,	CCTV,	보안기기)

-		종합	청결	시스템	제공	(청소,	소독,	대청소)
-		정보통신공사	지원	제공	
(출입통제,	근태관리,	CCTV	등)

-		경비원신임교육기관,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서		
체계적인	교육관리	(강사	확보)

  ■ 연혁 및 상훈

1982.	주식회사	대신	설립,	경비업	허가,	아웃소싱
1987.	위생관리업	영업신고								
1998.	파견사업	허가
1999.	수원시	시장	표창장
2001.	경기도	지사	표창장,	행정자치부	장관	감사장
2003.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2005.	민간	경비교육기관	지정
2011.	특수경비업	허가
2012.	경찰청장	감사장
2016.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표창장

㈜대신

대표자 정우영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0번길 4
·  홈페이지 : www.daeshin21.co.kr

· 문의 전화 : 031-242-3277(代)
· 문의 메일 : daeshin1982@naver.com

고객	만족을	위한	기업(인화,	신용,	창의)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1998년
·	2017	매출액	:	12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500명
				-	관리직	10명,	파견직	275명,	도급직	215명
·	지사	:	강원지점,	천안사업소

·	주	서비스
				-		인재파견사업
				-		아웃소싱사업
				-		헤드헌팅사업
				-		유통물류사업
				-		시설관리사업
·	주	거래처
				-		롯데쇼핑
				-	오리온
				-	동양고속
				-	정식품
				-	메가마트

  ■ 서비스 강점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인재	DB	다량	확보
-	전문관리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 연혁 및 상훈

1998.	주식회사	라인비즈	설립	
2001.	근로파견사업	허가
2002.	위생관리용역업	허가
2010.	경비업	허가	

㈜라인비즈

대표자 조광호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613 
(여의도동, 백상빌딩)

· 홈페이지 : www.lineviz.co.kr

· 문의 전화 : 02-784-7112(代)
· 문의 메일 : jslue@lineviz.co.kr

고객과	사원이	더불어	함께하는	
㈜라인비즈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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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11년
·	자본금	:	1.5억원
·	2017	매출액	:	8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342명
				-	관리직	12명,	도급직	330명
·	지사	:	부산
·	관계사	:	㈜에이치앤아이컨설팅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판매도급
				-		헤드헌팅
				-		화장품전문컨설팅
·	주	거래처
				-	토니모리
				-	제닉
				-	셀트리온	스킨큐어
				-	에이블씨앤씨
				-	케이피앤피	인터내셔널

  ■ 서비스 강점

-	전문관리자의	효율적	관리
-	분야별	전문	인재	뱅크	구축
-	전문인재의	적기	배치
-	지속적인	경력	개발	제도

  ■ 연혁 및 상훈

2011.	법인설립
2011.	에이블씨앤씨	위탁업무계약	체결
2012.	근로자파견사업허가
2014.	토니모리	도급계약	체결
2014.		화장품	브랜드	위탁계약	체결	

(벨포트,	제닉,	스틸라	기타	등등)

㈜리더스에이치알코리아

대표자 황성진

· 홈페이지 : http://www.lhrk.co.kr
· 문의 전화 : 02-780-1399(代)

· 문의 메일 : insadol71@gmail.com

고객만족과	행복이	있는	기업

   ■ 회사 개요

·	설립	:	2006년
·	자본금	:	2억원
·	2017	매출액	:	150억원
·	직원현황	:		총	550명
				-	관리직	25명,	파견직	375명,	도급직	150명
·	지사	:		대전,	부산
·	관계사	:	마루CMK,	클럽메드go

·	주	서비스
				-		인재	파견
				-		헤드	헌팅
				-		채용	대행
				-		전문	Pay-Roll	서비스
				-		주차관리/청소용역	도급
·	주	거래처
				-		현대캐피탈/카드/CSG
				-	롯데	캐피탈
				-	메가스터디/메가F&S
				-	KB	캐피탈/우리카드
				-	나이스/한국전자금융

  ■ 서비스 강점

-		석/박사로	구성된	헤드헌터	및	전문	컨설턴터	구성
-		중·장년으로	구성된	채용대행	전담	조직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10년	이상	업계	경력의	노하우와	최첨단	IT가		
결합된	아웃소싱	서비스			 	

-	금융권	전문인재	데이터베이스	다량	보유	 	
-		네거티브	방식	서비스를	통한	파견	근로자의		
근무	연속성	유지	 	

	

  ■ 연혁 및 상훈

2006.	마루HR	회사	설립		
2008.	인재파견사	인재산업㈜	인수합병	 	
2010.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고용노동부)	 	
2014.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6.	일합습병행제	시행기업	선정	 	
201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6.	자율시정	우수기업	인증	 	

㈜마루에이치알

대표자 박미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10층 1003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 홈페이지 : www.mrhr.co.kr

· 문의 전화 : 02-6959-1144(代)
· 문의 메일 : mrhr@mrhr.co.k

살신성인(殺身成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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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5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150억원
·	직원현황	:		총	415명
				-	관리직	15명,	파견직	150명,	도급직	250명
·	지사	:	경기,	부산,	대구,	광주
·	관계사	:	㈜템프코리아,	㈜드림인력

·	주	서비스
				-		판촉	아웃소싱
				-		근로자파견사업
				-		채용대행,	헤드헌팅
				-		종합시설관리,	업무도급
				-		프로모션	운영,	기획
·	주	거래처
				-	한국가스공사
				-	롯데칠성음료(주)
				-	아쿠쉬네트코리아
				-	더페이스샵
				-	롯데렌터카

  ■ 서비스 강점

-		중요사업지점	네트워크	구축
-	분야별	전문가	구성,	다양한	업무서비스	제공
-		10년간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으로		
혁신인재육성

-	전문법인활용	빈틈없는	HR서비스제공

	

  ■ 연혁 및 상훈

2005.	㈜맥앤스탭스	설립	
2005.		노동부	근로자파견산업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	취득
2005.	일반경비업	허가	취득
2014.	물류	아웃소싱	전문법인	㈜드림인력	설립	
2014.	경기지사	설립
2015.	경기지사	외	광주,	대구,	부산지사	설립
2016.	전문분야	물류/판촉분야	사업	확대	

㈜맥앤스탭스

대표자 박홍언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11 
(방배빌딩 2층 1호)

· 홈페이지 : www.mcstaffs.co.kr

· 문의 전화 : 02-3477-6966(代)
· 문의 메일 :passion@mcstaffs.co.kr

직원	중심,	고객은	그	다음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06년	
·	자본금	:	1.5억원
·	2017	매출액	:	105억원
·	직원현황	:		총	200명
				-	파견직	170명,	도급직	30명

·	주	서비스
				-		인재파견(비서,	행정서무,	운전,	통역	등)
				-		위탁도급(콜센타,	현장컨설턴트)
·	주	거래처
				-		삼성전자㈜
				-		삼성전자판매㈜
				-		삼성전자서비스㈜
				-		삼성물산㈜
				-	제일기획㈜

  ■ 서비스 강점

-		인재를	중시하는	삼성그룹에	최우수	인력	공급
-		삼성전자	등	파견	만료	우수한	인력	중	검증된		
최우수	인력	선별	파견

-		법적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산재	사고,		
노동부	진정건이	없는	직원을	중시하는	회사	

-		파견협회	인증	우수기업	수상	기업	
(트리플	크라운	수상	달성)	-검증된	업체

-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	자율시정	우수기업	
-	경총	주관	HR서비스우수기업

  ■ 연혁 및 상훈

2006.		㈜맨테크에서	파견,DPS(시스템상담	콜센타),	
운전직	업무	분리	맨테크윈	창립

2009.		노동부	파견점검	우수사업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전무)

2016.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2회	연속)
2016.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우수기업	인증
2017.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인증		

HR서비스	우수기업	수상
							·		자동차운전	파견부문	

(파견업체중	업계	최초,국내유일하게	수상)
							·	사무지원	파견부문	

㈜맨테크윈

대표자 김정식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7-25 
(양재동 67-8) 팬지아빌딩 4층 

· 홈페이지 : www.anynet.net

· 문의 전화 : 02-577-5550(代)
· 문의 메일 : mantechwin@naver.com

서로	믿고	가족처럼	즐겁게	일하자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경총ㆍ코시아 우수HR서비스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2400여개	파견	허가업체	중	4개업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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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6년
·	자본금	:	49억원
·	2017	매출액	:	470억원
·	직원현황	:		총	1,904명
				-	관리직	40명,	파견직	426명,	도급직	1,444명
·	지사	:	부산,	대구,	군포,	일산
·		관계사	:	㈜맨토스파트너,	㈜휴먼테크

·	주	서비스
				-		유통	중간관리,	판매	아웃소싱
				-		물류,	생산분야	아웃소싱
				-		근로자파견,	콜센터	아웃소싱
				-		헤드헌팅
				-		교육
·	주	거래처
				-		이랜드월드·리테일,	신성통상
				-		남영비비안,	좋은사람들
				-		GM	KOREA
				-		CJ대한통운,	홈앤쇼핑
				-		한국전력,	광진문화재단,	KBS,	LH

  ■ 서비스 강점

-		유통	중간관리의	오랜	경험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

-		본사	직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인력관리의	전문성	
제고

-		자문	변호사,	자문	노무사	선임	등으로	인한	안정적
인	노무관리	전개

-		유통,물류	분야	인력의	다양한	D/B	보유	
-	건강한	재무상황에	따른	회사의	충분한	안정성	확보
	

  ■ 연혁 및 상훈

2016.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주관		
파견·노무	용역	부문	우수기관	인증

2016.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4/2016)
2016.	중소기업	경영혁신	Mainbiz	인증
2009~2016.	대한민국	100대아웃소싱	기업	선정
2015.		2015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	대상	

(유통·물류)
2015.	서교동	사옥	입주
2006.		㈜맨토스파워	법인	설립	

(인재파견사업	허가)

㈜맨토스파워

대표자 최영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6길 3  
(서교동, 맨토스빌딩)

· 홈페이지 : www.mantp.co.kr

· 문의 전화 : 02-335-3330(代)
· 문의 메일 : ceo@mantp.co.kr

Best	quality,	Best	service	,	Best	partner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1999년	
·	직원현황	:		총	8,250명
				-	관리직	250명,	파견직	4,000명,	도급직	4,000명
·	지사	:	경기(수원),	중부(대전),	부산,	경북(대구),		
													경남(창원),	광주,	이천,	제주	
·		관계사	:		㈜맨파워그룹코리아,	㈜맨파워서비스,		

라이트매니지먼트코리아㈜

·	주	서비스
				-		인재파견(비서,	admin,	CS	등)
				-	아웃소싱(생산제조,	물류,	유통	등)
				-	IT	BPO
				-	헤드헌팅
				-	HR	컨설팅(전직지원	CM,	TM)
·	주	거래처
				-	㈜한진
				-	㈜포스코건설
				-	㈜아모레퍼시픽
				-	무림페이퍼㈜	
				-	디에이치엘서플라이체인코리아㈜

  ■ 서비스 강점

-		맨파워그룹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계고용시
장	분석	및	기업	인사	담당자와	종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HR	솔루션을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맨파워코리아는	글로벌	HR	솔루션을	국내	HR	서비스	
산업에	맞도록	국내	HR	서비스	시스템과	융화시켜	맨
파워만의	차별화된	채용,	교육,	평가,	보상	시스템으로	
인재파견시장의	획기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단
순	인도급이	아닌	TBO（Task-Based	Outsourcing:	
물량도급)	보급을	선도하여	도급시장의	건전한	발전
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 연혁 및 상훈

1999.	㈜맨파워코리아	합작법인	설립(서울)
1999.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서울청,	99-31)
2005.	100%	미국	지분	전환
2008.	노동부	인증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2011.		코리아헤럴드지	Best	Brand		

우수	Executive	Search	Firm	3년	연속	선정
2012.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대상
2014.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물류센터운영부분		

고객만족	대상
2016.	교육부장관	인증	우수근로장학기관	선정
2016.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2회	연속)

㈜맨파워코리아

회장 문용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빌딩 8,9,10,11,15층 맨파워코리아  

· 홈페이지 : www.manpower.co.kr

· 문의 전화 : 02-6677-9900(代)
· 문의 메일 : joyce.lee@manpower.co.kr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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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6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195억원
·	직원현황	:		총	785명
				-	관리직	17명,	파견직	459명,	도급직	309명
·		지사	:		천안,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벨에스엠	실버-중앙,	중부,	보령센터
·		관계사	: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종근당산업,		

경보제약	등

·	주	서비스
				-		건물종합관리(FM),	보안,	미화,	인재파견,	

물류관리,	운송,	주선,	택배,	실버사업
·	주	거래처
				-	종근당그룹
				-	국민일보
				-	교보리얼코
				-	오토컬렉션
				-	한국도로공사

  ■ 서비스 강점

-	고객사와	Win-Win	전략	우수
-		현장경영	중심의	인력	재편성을	통한		
영업마케팅	탁월

-		프로페셔널한	인재	활용으로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연혁 및 상훈

2006.	㈜벨에스엠	설립
2006.	경비업허가	취득
2008.	천안지점	개설
200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09.	근로자파견	사업
2010.	위생관리용역	사업
2012.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	사업
2015.	교보리얼코	협력업체	등록
2016.	한국아웃소싱리딩컴퍼니	선정
2017.	아웃소싱	100대기업	선정
2017.	ISO9001,	ISO14001	인증	취득

㈜벨에스엠

대표자 이수한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8
· 홈페이지 : www.bellsm.co.kr

· 문의 전화 : 02-2634-2628(代)
· 문의 메일 : bhyun775@gmail.com

업계10위권	진출

   ■ 회사 개요

·	설립	:	2002년
·	자본금	:	4.4억원
·	2017	매출액	:	370억원(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2,100명
				-	관리직	35명,	파견직	900명,	도급직	1,165명
·		지사	:		부산,	용인,	이천,	천안,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인천,	울산,	창원
	·		관계사	:	듀오정보㈜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헤드헌팅
				-	채용대행
				-	물류,	유통	도급
				-	생산,	제조	도급
·	주	거래처
				-	한온시스템(주)
				-	듀오정보주식회사
				-	한국풀운영	주식회사
				-	㈜골프존카운티매니지먼트
				-	스와치그룹코리아(주)

  ■ 서비스 강점

HR	Total	Biz	Group	보보스는	
인재가	희망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매칭하고,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에게는	개성적으로	일할	환경을	
제안하고,	새로운	고용의	형태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취업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 연혁 및 상훈

2002.	보보스링크	주식회사	설립
2002.		종합인력컨설팅사업	시작,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취득
2010.		아웃소싱타임스	선정		

2010	아웃소싱	TOP	100대	기업선정
2013.	한국광전자전문인협회	MOU체결
2013.		아웃소싱타이스	선정		

2013년	고객만족대상	수상
2014.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	선정
2017.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직접고용	우수기업	선정	
2017.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대상	수상

보보스링크㈜

대표자 홍형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삼원타워 8층 805호

· 홈페이지 : www.boboslink.com

· 문의 전화 : 070-7119-9892(代)
· 문의 메일 : lsc@boboslink.com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일에	열중하는	만큼	놀이도	즐길	줄	아는	
보보스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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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1년
·	자본금	:	2억원
·	2017	매출액	:	80억원
·	직원현황	:		총	420명
				-	관리직	20명,	파견직	140명,	도급직	260명
·	지사	:	중부,	영남,	호남	

·	주	서비스
				-		인력파견	및	도급
				-		채용대행	및	헤드헌팅
				-		업무	아웃소싱
				-		SW개발	및	TESTING
				-		번역서비스
·	주	거래처
				-	신세계그룹
				-	이마트
				-	현대백화점그룹
				-	하나투어
				-	Adobe	Korea

  ■ 서비스 강점

-		IT	용역	및	기술	인력	확보	및	인력	공급	서비스
-	판매직,	생산직	인력	DB	확보	및	인력	공급	서비스
-	쇼핑몰	운영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	
-	최상급	사무직,	조리,	서빙,	안내	인력	DB	확보
-		전문	콜센터	인력의	확보	및	양성,	교육시스템,	아웃
소싱서비스	제공

  ■ 연혁 및 상훈

2001.	㈜사람과기술	설립	
2004.	전물포털사이트	인재바다	서비스	오푼
2009.	헤드헌팅사업부	발족	
2010.	IT전문	인력	파견	및	개발	용역	서비스	시작	
2012.	대기업	쇼핑몰	관리	서비스	시작
2015.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람과기술

대표자 지용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1403 
(역삼동, 혜천빌딩)

· 홈페이지 : www.injaebada.com
                  www.pntc.co.kr

· 문의 전화 : 02-564-0710(代)
· 문의 메일 : okjayou@pntc.co.kr

Your	Best	Outsourcing	Partner

   ■ 회사 개요

·	설립	:	1968년
·	자본금	:	22억원
·	2017	매출액	:	7,800억원
·	직원현황	:		총	23,000명
·	지사	:		구로,	인천,	울산,	증평,	이천,	천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		관계사	:		㈜삼구이엔엘,	㈜삼구FS,	㈜SENC,	나사산

업㈜,	㈜브라운컨설팅,	㈜브라운네트웍스,	
㈜3SforU,	지크나라(주),	위티아(주),	㈜창

일이엔지,	㈜강원오에스,	㈜에스엔케이컨
설턴시,	㈜중국우시삼구안장유한공사

·	주	서비스
				-		생산도급,	건물종합관리(PM),	외식사업부,		

골프장종합관리,	해외직구	배송대행,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	케터링,	노인방문요양	등

·	주	거래처
				-		SK㈜,	㈜대한항공,	인천공항,	LOTTE,		

신세계푸드시스템,	현대푸드시스템	등

  ■ 서비스 강점

-	50년	축적된	전문	아웃소싱	Know-How	기술보유
-		11년	연속	기업신용도	A+이상(현AA-)의		
건실한	재무구조

-	전국	지사를	통한	전국	네트워크	형성	및	밀착관리
-	업계최초	ISO9001,	ISO140001	인증	획득
-		각	분야별	전문	기술인력	보유	및		
전문적	체계적	교육실시

  ■ 연혁 및 상훈

1998.	ISO9002인증	취득(한국능률협회	인증)				
2004.		ISO9001인증	추가/갱신(EC)		

-	시설관리,	경비,	청소,	가스시설	시공업

2005.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산업자원부	제297호)

2006.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대상	수상	
(산업자원부장관	제64301호)	

2007.		제14회	기업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산업자원부장관	제8753호)

2010.	㈜삼구개발에서	㈜삼구아이앤씨로	사명변경
2013.		제20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안전행정부장관	5900호)
2014.		제23회	대한민국	한국재능나눔	대상	

(주관사:한국재능기부협회)
2015.	제47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2015.	제14회	KMAR	안전경영대상	대상수상
2015.	제1회	HDI인간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2016.		제2회	행복나눔인상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제17786호)

㈜삼구아이앤씨
대표자  구자관 

동일범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92 삼구빌딩
· 홈페이지 :  www.samkoo.com

· 문의 전화 : 1588-2239(代)
· 문의 메일 : hj0396@samkoo.com

We	Move	First!	(항상	먼저	행동하는	삼구!)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글로벌	서비스	전문기업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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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8년	
·	자본금	:	3억원
·	2017	매출액	:	85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260명
				-	관리직	7명,	파견직	130명,	도급직	123명
·		관계사	:	㈜예스콘시스템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채용대행
				-		헤드헌팅
				-		제조도급(진성/물량)
				-		경비/청소/시설관리
·	주	거래처
				-		삼성전자
				-		삼성SDI
				-		삼성바이오에피스
				-		삼성인력개발원
				-		TTA

  ■ 서비스 강점

-	고객	맞춤형	인재	서치	및	수급
-	현장중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현장관리
-	20년간	축적된	양질의	서비스	노하우	및	인재	DB
-	업무표준화	및	효율성	등을	위한	각종	인증	취득
-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생산성	향상

  ■ 연혁 및 상훈

1998.	삼신테크㈜	설립
1999.	㈜SNA컨설팅	설립(헤드헌팅	전문기업)
2006.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대상	수상	

(한국경제신문사)
2006.	아웃소싱	전문가상(최고경영자)	수상
2016.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6.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우수기업	인증
2018.	경영혁신중소기업(MAIN-BIZ)	인증

삼신테크㈜

대표자 신동익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1동 810호 
(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 홈페이지 :  www.staffkorea.com

· 문의 전화 : 031-695-6333(代)
· 문의 메일 : ysmuk@staffkorea.com

신의와	열정으로	사회에	공헌한다.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1994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390억원
·	직원현황	:		총	1,000명
				-	관리직	32명,	파견직	1,000명
·	지사	:		부산,	대전,	구미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도급
				-	헤드헌팅
				-	교육훈련
·	주	거래처
				-		삼성
				-		현대
				-		SK
				-		LG
				-		신한카드

  ■ 서비스 강점

-	직무별	인재에	대한	풍부한	인재풀(Pool)
-	자격증	보유의	전문	잡매니져를	통한	상시	관리
-	직영지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
-	파견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	상위권	유지

  ■ 연혁 및 상훈

1994.	㈜서울커뮤니케이션	설립
1998.	LG	근로자	파견	계약체결	
2002.	지방	5개소	직영지사	개설	
2003.	사내	교육센터	설치	및	교육	대행	계약	체결	
2010.	사내	복지몰	오픈
2012.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대상	수상
2015.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6.	헤드헌팅사업부	업무개시
2017.	사이버연수원	개설
201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일자리창출	협약	체결
201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주관_안전보건공단)
2017.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인증	획득

㈜서울커뮤니케이션

대표자 강건식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404(역삼동)  
정안빌딩 3층

· 홈페이지 :  www.scman.co.kr

· 문의 전화 : 02-501-1967
                   010-5678-9860(여준엽 이사)
· 문의 메일 : scman051@hanmail.net

책임경영,	자율경영,	고객경영

▶ 경총ㆍ코시아 우수HR서비스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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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1년		
·	자본금	:	10억원
·	2017	매출액	:212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1,263명
				-	관리직	34명,	파견직	87명,	도급직	1,142명
·	지사	:	대전,	대구,	광주,	부산
·		관계사	:	㈜서한기업,	HS교육원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경비업무	도급
				-		유통업무	도급
				-		인력관리
				-		정기	C/S교육
·	주	거래처
				-		농협중앙회
				-		전국단위	농/축협
				-		한국마사회
				-		금융결제원
				-		신한은행

  ■ 서비스 강점

-	전국적	아웃소싱망	운용
-	국내	최대의	인재	D/B	보유
-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보유
-		사원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만사항	최소화

-	적절한	인재를	신속하게	선발,	배치,	관리

  ■ 연혁 및 상훈

1991.	㈜서한통산	설립
1995.	국세청	조세의	날	표창	수상
2010.	한국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만족대상	수상
2014.	우수	HR서비스	기업	선정
2015.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선정
2015.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유공	수상
2015.	TV조선	경영대상

㈜서한통산

대표자 정금숙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95 우창빌딩 8층 
(답십리동 494-2)

· 홈페이지 : www.infojob.co.kr

· 문의 전화 : 02-2215-2250(代)
· 문의 메일 : seohanhr@naver.com

하나님께	영광,	국가와	사회에	봉사

   ■ 회사 개요

·	설립	:	2014년		
·	직원현황	:		총	7명
·	주	서비스
				-		인사노무자문	및	컨설팅
				-		급여설계(통상임금)	및	관리
				-		4대보험	무료대행
				-		정부지원금	대행
				-		임금체불	및	산재보상

·	주	거래처
				-		중소병원
				-		파견기업	및	유통사
				-		요식업체
				-		요양기관	및	복지기관
				-		외국계	기업

  ■ 서비스 강점

-		30년간의	노동행정	경험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

-		분야별	10년이상의	Know-How를	겸비한		
전문가들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	찾아	가는	서비스
-	고객사	규모별	특성별	맞춤	서비스
-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	

  

스마트에이치알
컨설팅
대표자 송영표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길 23  
대성타워 502호 

· 홈페이지 :  www.nomusahr.co.kr

· 문의 전화 : 02-2687-1600(代)
· 문의 메일 : kwaenam@hanmail.net

고객만족	고객행복을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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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88년	
·	자본금	:	2억원
·	2017	매출액	:	260억원
·	직원현황	:		총	900명
				-	관리직	20명,	파견직	450명,	도급직	430명
·	지사	:	수원,	경남
·		관계사	:	대한에프엠㈜

·	주	서비스
				-		인력파견
				-		아웃소싱
				-		헤드헌팅
				-		채용대행
				-		HR컨설팅
·	주	거래처
				-		롯데그룹
				-		효성그룹
				-		동화면세점
				-		화장품	판매	유통

  ■ 서비스 강점

-			전문성	:	축적된	운영	Know-How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신속성	:	표준화된	서비스	품질로		
즉각적인	대응체제	구축

-		정확성	: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여		
최적합의	서비스	제공

-		가치창출	:	인력의	선발,	교육,	선진적인	운영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  

  ■ 연혁 및 상훈

2009.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	대상
2010.		롯데홈쇼핑	감사패	수상	/	아웃소싱	100대	

기업	선정	
2010.	본점	이점(서울	강남구	역삼동	)
2012.		아웃소싱	대상수상	

(지식경제부,	아웃소싱타임즈)
2013.	아웃소싱	리딩컴퍼니	선정
2015.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	선정
2016.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우수기업	인증

㈜스탭솔루션

대표자 임광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역삼동, 인호아이피빌딩 6층)

· 홈페이지 :  www.staffsolution.co.kr

· 문의 전화 : 02-552-5360(代)
· 문의 메일 : yhsim@staffsolution.co.kr

World	Best	Player	in	HR	Service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1998년
·	자본금	:	10억원
·	2017	매출액	:	729억원
·	직원현황	:		총	2,890명
				-	관리직	310명
·	지사	:		18개	센터
·	관계사	:		유스탭,	스탭스서비스,	스탭스BS		등

·	주	서비스
				-		사업지원서비스(아웃소싱·파견)
				-	채용대행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취업컨설팅
				-	인쇄·출판
·	주	거래처
				-		삼성전자	등	계열사,	SK	그룹,	대한항공,		

르노삼성,	기업은행,	신세계푸드

  ■ 서비스 강점

-		전국적	인프라	기반,	기업	대상	사업지원	서비스·구
직자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의	업무	시너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대표운영기관으로서의	신뢰성
				(청와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책	수립시	민간위탁	대표로	참여)

-		자체	커리어	컨설팅	Vision	Alignment	프로세스		
개발·운영	

-		CEO부터	전문가로서	취업전문가를		
육성하고	키워주는	교육시스템	

-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의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연혁 및 상훈

2011.		업계최초	일자리	창출유공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훈	(대한민국)

2014.		경기도	민간위탁	우수기관	표창	(경기도)
2015.		사단법인	한국진로취업서비스협회	협회장
2015.		복합고용서비스	우수기관	1호	선정	(고용노동부)
2015.		고용행정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고용노동부)
2016.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201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3회	연속	선정		

(2010,	2013,	2016,	고용노동부)
2017.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여성가족부)

스탭스㈜

대표자 박천웅

· 서울 중구 동호로 14길 7 스탭스 빌딩
· 홈페이지 : www.staffs.co.kr

· 문의 전화 : 02-2178-8000(代)
· 문의 메일 : staffs@staffs.co.kr

함께,	멋지게,	미래로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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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7년	
·	자본금	:	8.25억원
·	2017	매출액	:	33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1,225명
				-	관리직	27명,	파견직	100명,	도급직	1,100명
·	지사	:	영남,	중부,	대구,	안산
·		관계사	:	㈜토탈에스이엠시스템,	㈜신우아이티에스

·	주	서비스
				-	보안	/	경비	/	주차
				-	환경	/	미화
				-	항공	/	지상물류
				-	건축물시설관리	/	공동주택관리	
				-	판촉	/	총무	/	사무보조
·	주	거래처
				-	롯데쇼핑
				-	한국공항
				-	롯데시네마
				-	롯데면세점
				-	오비맥주

  ■ 서비스 강점

-	종합관리업체로써	직종간	이동배치의	효율성	증대
-		자체	인력관리	프로그램(BM-power)	운영으로		
인력-풀	유지관리

-	전국	4개	지사	운영으로	지방현장	관리	가능
-		자체	상설	교육장	교관을	활용한	실무교육으로		
업무	숙련도	향상기여

-		순회교육팀	운영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예방관리	업무	증대

  ■ 연혁 및 상훈

1997.	신우산업관리㈜	창립	

2001.	㈜토탈에스이엠시스템	설립
2009.	민간경비부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13.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2013.	㈜신우아이티에스	설립
2013.		2013 	대한민국	우수	혁신기업	

(주관	:	서울경제)
2014.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6.		고객만족대상	/	아웃소싱리딩컴퍼니	/	100대

기업	수상
2016.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2회	연속)
2016.	협회	자율시정우수기업인증
2016.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
2016.	SQ(서비스품질경영)	인증

신우산업관리㈜

대표자 전용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1101호 
(당산동4가 금강펜테리움IT타워)

· 홈페이지 : www.shinwoomds.co.kr

· 문의 전화 : 02-587-7691(代)
· 문의 메일 : insakkk@korea.com

기본과	원칙준수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1999년	
·	자본금	:	89.4억원
·	직원현황	:		총	2,500명
·	지사	:	서울본사,	수원,	원주,	대전,	부산
·	관계사	:	스프링프로페셔널코리아

·	주	서비스
				-		헤드헌팅
				-	컨설팅
				-	파견
				-	아웃소싱
				-	취업성공패키지
·	주	서비스
				-		한국	휴렛팩커드
				-		마이크로소프트
				-		한화생명
				-		씨티은행
				-		시스코시스템즈	등

  ■ 서비스 강점

-		전세계	아데코	그룹	60개국	네트워크
-	각	분야	별	인재	데이터베이스	보유
-	전	산업분야에	걸친	풍부한	지식
-	고객의	요청사항에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

  ■ 연혁 및 상훈

2017.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센터	신설

201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팀	신설
2017.	HR서비스	우수기업	인증(헤드헌팅,	사무)
2015.		고용노동부	복합고용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2015.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선정

㈜아데코코리아

대표자 손상혁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1  
동성빌딩 6층

· 홈페이지 : http://www.adecco.co.kr

· 문의 전화 : 02-6200-9700(代)
· 문의 메일 : adecco.korea@adecco.com

아침에	눈뜨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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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2년
·	자본금	:	2억원
·	2017	매출액	:	500억원
·	직원현황	:		총	3,500명
				-	관리직	30명,	파견직	1,200명,	도급직	2,270명
·	지사	:	부산,	대전,	광주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헤드헌팅
				-		콜센터
				-		시설관리용역
				-		위생관리용역
·	주	거래처
				-		파리크라상
				-		신한카드
				-		이씨엠디
				-		엔에스쇼핑
				-		아라마크

  ■ 서비스 강점

-	수년간의	걸친	아웃소싱	노하우
-	자체	전문	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자체	개선
-	고객중심,	현장중심의	운영플로우
-	개인별	경력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 연혁 및 상훈

2006.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	선정	
(아웃소싱닷컴)

2006.		고객만족	경영대상	수상	(헤럴드경제)
2006.		고용지원	협약서	체결	(대전지방	노동청)
2007.		아웃소싱연구용역	컨설팅	및		

직업능력개발	위탁교육	체결
2009.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선정	(노동부)
2009.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취임
2010.		HR아웃소싱	리딩컴퍼니	6년	연속수상		

(아웃소싱타임즈)
2015.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아람인테크

대표자 이서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7-8 운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www.aramjob.co.kr

· 문의 전화 : 02-552-1919(代)
· 문의 메일 : aram@aramjob.co.kr

더	멀리	더	높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토탈	아웃소싱	전문	업체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경총ㆍ코시아 우수HR서비스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2016.		고용노동부	2016자율시정	우수기업선정

   ■ 회사 개요

·	설립	:	1971년	
·	자본금	:	2억원
·	2017	매출액	:	30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1,734명
				-	관리직	34명,	파견직	100명,	도급직	1,600명
·	지사	:	부산,	영남
·		관계사	:	아리오피앤드씨㈜

·	주	서비스
				-		패션	매장	아웃소싱
				-	물류	아웃소싱
				-	F&B	매장	아웃소싱
				-	콜센터
·	주	거래처
				-		탑텐
				-		아가방
				-		영원무역
				-		커피빈
				-		SK브로드밴드

  ■ 서비스 강점

-		패션	매장	토탈	아웃소싱	
(슈퍼바이징,	모니터링,	교육,	재고관리)

-		특화	교육		
(국내	최초	판매사원	아카데미,	SPA	매장	관리자		
양성	과정	등)

-	F&B	매장	모니터링	&	크리닉	
			(개선	교육)
-	일본	유통	연수

  ■ 연혁 및 상훈

1984.	문화공보부	장관	표창	(잡지계	발전	기여)
2010.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2010.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관	선정

㈜아리오

대표자 이영엽

·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 제일빌딩 5층
· 홈페이지 : www.ario.co.kr

· 문의 전화 : 02-2033-8400(代)
· 문의 메일 : admin@ario.co.kr

사람이	해답이	되는	세상을	만듭니다.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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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9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10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290명
				-	관리직	10명,	파견직	135명,	도급직	145명
·	지사	:	대전,	부산,	경기,	전주	출장소
·	관계사	:	㈜아산씨큐리티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업
				-		경비업
				-		위생관리업
				-		건물종합관리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주	거래처
				-		하나은행
				-		연합뉴스TV
				-		YTN
				-		IBK기업은행
				-		KB금융그룹

  ■ 서비스 강점

-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신속한	배치
-	수행운전	분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금융권	경비업무,	운전직,	비서,	사무보조	업무	등		
토탈서비스	제공

-	건물종합관리	(경비,	청소,	기관실,	주차)	서비스	제공
-	방송사	파견사원	관리	서비스	제공

  ■ 연혁 및 상훈

1999.	회사	창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1999.	국민은행	계약체결
2000.	경비업,	위생관리업,	건물종합관리업	허가
2002.	하나은행	계약체결
2005.	YTN	계약체결
2011.	연합뉴스TV	계약체결
2017.	IBK기업은행	계약체결

아산맨파워㈜

대표자 안상준

·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9, 2F
· 홈페이지 : www.asanmanpower.com

· 문의 전화 : 02-3785-2293~4(代)
· 문의 메일 : asan106@naver.com

인재를	소중히	하는	기업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15년	
·	자본금	:	1억원
·	2017	매출액	:	23.4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75명
				-	관리직	6명,	파견직	69명
·	지사	:	경기,	인천,	부산,	중부,	호남
·	관계사	:	㈜KTS글로벌,	㈜KTS원,	㈜KTS

·	주	서비스
				-	인재	파견(사무,	IT,	판매,	기술)
				-	아웃소싱(종합관리,	물류대행)
				-	보안서비스(1급,	일반	보안)
·	주	거래처
				-		한진그룹
				-		두산그룹
				-		쿠팡
				-		NS홈쇼핑
				-		대림산업

  ■ 서비스 강점

-		전문성	:	각	분야별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운영시스템	/	담당	법무,노무	전문가	보유

-		인적자원	:	직종별,	지역별	인재D/B와		
자체	채용시스템	

-		관리능력	:	담당	매니저	배정	및	교육/연수	시스템으
로	체계적	사업관리

-		전국	네트워크	: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등		
국내	전지역	사업	제공

-		복리후생	:	경조사비	지원,	명절,	근로자의	날	선물,	
생일자	축하,	자기계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 연혁 및 상훈

2015.㈜케이티에스글로벌에서	HR전문기업으로	독립
2015.		모기업에서	한진그룹,	두산그룹	등		

주요	거래처	인계	
2016.	쿠팡	물류대행	업무	시행

㈜아워잡

대표자 강진구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 204호 
(등촌동, 우리벤처타운)

· 홈페이지 : https://ktsglobal.co.kr

· 문의 전화 : 02-784-3114(代)
· 문의 메일 : jhshin530@naver.com

회사와	직원의	동반	성장과	
행복한	직장문화	창조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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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5년	(최초설립	1998.11)	
·	자본금	:	10억	2500만원
·	2017	매출액	:	33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1,080명
				-	관리직	50명,	파견직	580명,	도급직	450명
·	지사	:	대전센터,	영남지사(부산)
·		관계사	:	아이비커리어스탭㈜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아웃소싱

				-		컨택센터	위탁운영(도급)
				-		헤드헌팅
				-		HR인사	컨설팅
·	주	거래처
				-		KB국민카드
				-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	계열
				-		삼성물산
				-	엘지유플러스
				-	현대모비스
				-	상공회의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서비스 강점

-	우수실무	경력자	재직
-			전문	노무사	전담	컨설팅을	통한	관리	

(인사	노무	문제	적극	대응)
-		탄탄한	대기업	위주의	고객군	형성
-		노동부	인증을	통한	안정성	입증
-			다년간	축적된	인력	수급력과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으로	인한	채용	Process	체계화

  ■ 연혁 및 상훈

1998.		매일경제신문사와		
주식회사	매경인력개발원	설립	

1998.	Recruting	Service	사업	실시	

(채용대행,	인재파견,	헤드헌팅)	
2000.	인터넷	구인구직	사업(www.hellojob.com)실시	
2001.	매경휴스닥㈜로	사명	변경	
2003.	매경휴스닥스탭㈜	설립	
2008.	국민은행	인바운드	업무위탁	교육투입	
2008.	사명변경	매경휴스닥㈜	→	아이비커리어㈜	
2009.	ISO	14001:	200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ISO	9001:	200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9.	노동부	인증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선정	
2010.	2009	국민은행	협력사	SLA우수기업	공로패	수여	
2010.	하나은행	콜센터운영	업무위탁	계약체결	
2011.	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선정	
2012.		KB국민카드	11년	장기	우수기업	선정		

감사패	수여	
2014.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아이비커리어㈜

대표자 황인범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3,  
(역삼동, 세방빌딩) 9층 아이비커리어(주) 

 · 홈페이지 : www.ibcareer.co.kr

· 문의 전화 : 02-550-5500(代)
· 문의 메일 : mihey99@ibcareer.co.kr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는	파트너”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06년	
·	자본금	:	3.5억원
·	2018	매출액	:	77.5억원(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196명
				-	관리직	20명,	파견직	80명,	도급직	95명
·	지사	:		(일본본사)일본전역,	(해외)한국,	러시아.		

(국내)아산,	가양,	여의도
·		관계사	:	그룹전체	에이젝	외	17개사

·	주	서비스
				-		생산	및	기술	컨설팅
				-	제조	및	업무도급
				-	FA기술	상담
				-	인재파견,	소개
				-	해외	취업	및	인재컨설팅
·	주	거래처
				-		테이진	계열사
				-		미쓰비시	계열사
				-		히타치	계열사
				-		롯데	계열사
				-		미즈호	은행

  ■ 서비스 강점

-		컴플라이언스	안심선언	및	실천에	의한	준법,		
윤리	경영	시스템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인재	추천	및	배치	시스템	운영
-	고난이	기술	상담	및	제조	현장	운영	컨설팅	실시
-	엔지니어링	전문	통역(기계,	설비,	전기,	전자)	
-	합법적	제조	도급	및	업무	위탁	실시

  ■ 연혁 및 상훈

2001.	에이젝그룹	설립	(건설,	토목,	제조,	IT분야	특화)
2005.		에이젝그룹	나가노	공장설립,	기술트래이닝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설립
2006.	주식회사	에이젝코리아	설립,	고용개발사업	개시
2014.	에이젝코리아	ENG사업	개시
2016.	FA기술상담	업무	개시
2017.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에이젝코리아

대표자 손윤철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9층
· 홈페이지 : www.agekke.co.kr

· 문의 전화 : 02-585-0637(代)
· 문의 메일 : y_sohn@agekke.co.kr

컴플라이언스	준수
(컴플라이언스	100%	안심선언)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2016.	아웃소싱	리딩컴퍼니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	기업	인증(3년	연속)	
2017.	브리지텍	외	다수	업수	신규	파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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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7년	
·	자본금	:	3억원
·	2017	매출액	:	16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700명
				-	관리직	19명,	파견직	290명,	도급직	410명
·	지사	:	남양주,	인천
·		관계사	:	트러스트인,	에이치알휴먼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업무위탁
				-		유료직업소개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경비업
·	주	거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	롯데닷컴
				-	교원

  ■ 서비스 강점

-	전문적인	인사노무	관리(잡매니저	다양한	교육참여)
-	각	분야별	사업관리	운영에	따른	노하우	보유
-	다양한	채용	채널	확보로	인한	채용
-		잡매니저	1인	관리인원	최소	운영으로		
사업장	집중관리	

-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으로	안정적인	관리

  ■ 연혁 및 상훈

2011.	대한민국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만족대상	
2013.	ISO9001	인증
201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	biz)	인증	
2016.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6.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점검	우수기업	인증
2016.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파견·노무용역부문	우수기관	인증
2017.	HR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사무파견분야

㈜에이치알메이트

대표자 이종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9-23, 5층  
(잠원동, 화신빌딩)

· 홈페이지 : www.hrmate.co.kr

· 문의 전화 : 02-514-3790代)
· 문의 메일 : job@hrmate.co.kr

열정,	창조	정신으로	도전하라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1998년	
·	자본금	:	1억원
·	2017	매출액	:	82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390명
				-	관리직	10명,	파견직	380명
·	지사	:	부산,	광주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헤드헌팅
				-		채용대행
				-		도급
				-		PAYROLL서비스
·	주	거래처
				-		SK
				-		한진
				-		LGU+
				-		한국표준협회
				-		로레알

  ■ 서비스 강점

-	각	분야	전문인재	데이터베이스	다량	보유
-	다양한	채용사이트	구축
-		경력5년이상의	잡매니져를	통한		
능숙한	서치	및	배치/관리

-		노동부	우수기업선정으로	최적화된	파견관리능력	
보유

  ■ 연혁 및 상훈

1999.	SK텔레콤	근로자파견	개시
2000.	대한항공	근로자파견	개시
2001.	SK텔레콤	고객센터	근로자파견	개시
2006.	로레알	매장관리	도급	개시
2009.	노동부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인증	획득
2010.		에프앤유신용정보㈜		

최우수	BEST	PARTNER 	수상
2014.	한국표준협회	근로자파견	개시
2015.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채용대행	개시

㈜에이치알엔

대표자 성백우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08 
(남현동, 금산빌딩 302호)

· 홈페이지 : www.hrn.co.kr

· 문의 전화 : 02-525-9221(代)
· 문의 메일 : skt202@naver.com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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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3년	
·	자본금	:	10억원
·	2017	매출액	:	25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603명
				-	관리직	24명,	파견직	147명,	도급직	432명
·	지사	:	부산,	대전,	대구,	경기,	서울
·		관계사	:	세루,	에스코리아,	제일휴먼스

·	주	서비스
				-	건물종합관리,	인재파견
							(시설/미화/주차/보안)/안내,	방송
				-	유통/물류/판매/판촉/POS
				-	생산도급/호텔
				-	콜센터/리조트/Spa	Resort
·	주	거래처
				-	씨제이프레시웨이
				-	롯데백화점,	롯데푸드
				-	한화63시티
				-	원신더블유몰
				-	대일상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비스 강점

-	전문	인재의	신속한	써치	및	배치
-	전문	관리자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리스크	방지
-	각	분야	전문	인재	데이터베이스	다량	보유
-	사후관리를	통한	직원	업무력	강화
-	공식적	인증된	기업으로써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 연혁 및 상훈

2009.		롯데마트,	백화점	08년	하반기	시설관리평가		
우수(1등)

2012.		롯데마트	11년	하반기,	롯데백화점	12년도		

시설관리평가	우수(1등)
2012/2013.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
2014.		롯데백화점	13년	하반기	시설관리평가		

우수(1등)
2015.		한국	아웃소싱	리딩	컴퍼니	및		

2016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	기업	선정
2016.		가족친화	우수기업	및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우수기업	인증
201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및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재인증

㈜엠서비스

대표자 박주상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DMC디지털큐브빌딩 13층)

· 홈페이지 : www.mservice.co.kr

· 문의 전화 : 02-554-5801(代)
· 문의 메일 : eng5801@naver.com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06년
·	자본금	:	2억원
·	2017	매출액	:	10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300명
				-	관리직	5명,	파견직	20명,	도급직	275명
·	지사	:	대구
·		관계사	:	㈜다우리

·	주	서비스
				-		생산,	제조도급
				-		시설,	미화,	주차관리
				-		보안,	경비용역
				-		인재파견업
				-		물류,	유통,	판촉
·	주	거래처
				-		코오롱계열사	

(인더스트리,	생명과학,	중앙연구소,	글로텍	등)
				-		티케이케미칼
				-		KH바텍
				-		벡셀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외	25개	업체

  ■ 서비스 강점

-	신속한	인재	써치	및	배치
-	전문관리자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리스크방지
-	각분야	전문인재	데이터베이스	다량	보유
-	직원교육	강화를	통해	업무능력	배양
-	각종	유관단체	회원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

  ■ 연혁 및 상훈

2006.		다우휴먼앤잡으로	경비업,	위생업,	직업유료소
개업	사업개시

2006.		경북경영자협회회원사,		
구미지역	대표아웃소싱	리딩컴퍼니	선정

2007.		구미상공회의소회원사	가입,		
대한민국100대아웃소싱기업	선정

2008.		대구지방노동청과고용지원협약서	체결,	
켐퍼스21과	교육협정서체결

2010.	근로자파견업	허가
201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인증	획득,		

한국HR협회회원사
2017.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예스콘컨설팅

대표자 김창수

·  경북 구미시 1공단로 212 
(한라시그마밸리 603호)

· 홈페이지 : www.yeskon.co.kr

· 문의 전화 : 054-474-8591(代)
· 문의 메일 : changs2005@naver.com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과	
최고의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라!!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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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9년	
·	자본금	:	6억원
·	2017	매출액	:	8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450명
				-	관리직	10명,	파견직	300명,	도급직	140명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콜센터도급

·	주	거래처
				-		현대	카드/캐피탈/커머셜
				-		현대	라이프
				-		IBK시스템,	아주캐피탈
				-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증권
				-		한국무역보험공사
				-		KB국민카드
				-		서울신용평가정보
				-		깨끗한나라

  ■ 서비스 강점

-	양질의	인재	DB보유(직종별,	경력별)
-	차별화	된	교육시스템
-	5년	이상	사용사업주	다수	계약
-	신규	고객사	매년	증가

  ■ 연혁 및 상훈

1999.	㈜워크존	설립	
2008.	상반기	현대카드,	캐피탈	최우수	협력업체	선정	
2009.	한국씨티은행	보안	최우수	업체	선정
2012.	IBK기업은행	콜센터	최우수	협력업체	선정

㈜워크존

대표자 최현태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9  
대우메트로디오빌 716호

· 홈페이지 : www.workzone.co.kr

· 문의 전화 : 02-3276-8008(代)
· 문의 메일 : workzone99@gmail.com

I	can	do	anything!		
I'll	do	my	best!			I'll	be	OK!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1999년
·	자본금	:	1.5억원
·	2017	매출액	:	24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43명
				-	관리직	8명,	파견직	15명,	도급직	20명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업
				-		하도급업
				-		헤드헌팅
				-		업무대행
·	주	거래처
				-		삼성전자
				-		농협

  ■ 서비스 강점

-	17년간	축적된	노하우	및	다양한	아웃소싱	경험
-	안정정인	노사운영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근무의욕	향상	프로그램
-	각	분야	전문	인재의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보유

  ■ 연혁 및 상훈

1999.	삼성전자	협력사	등록
2001.	노동부	상반기	우수	협력사	추천
2002.		삼성전자	협력업체	종합평가	특별상	및		

감사패	수상
2002.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
2004.		근로자	파견사업	운영	및	삼성전자		

제조도급화	운영
2005.	삼성전자	우수협력사상	수상
2009.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	부분	위탁	도급운영

㈜원서버

대표자 이형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1 
(인계동, 지연빌딩 302호)

· 홈페이지 : www.onesvr.co.kr

· 문의 전화 : 031-234-4360(代)
· 문의 메일 : onesvr4360@naver.com

사람과	기업과	함께하는	원서버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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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10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12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443명
				-	관리직	11명,	파견직	113명,	도급직	319명
·		관계사	:		㈜위드인,	㈜위드인잡,		

㈜위드테크,	㈜대동산업

·	주	서비스
				-		토탈	HR	서비스
				-		근로자파견,	콜센터운영,	경비
				-		시설관리
				-		생산도급,	물류도급,	제조업		
·	주	거래처
				-		대동하이렉스
				-		유일고무
				-		축협
				-		LS니꼬동제련
				-		풍산
				-		삼우스틸
				-		우영산업

  ■ 서비스 강점

-		파견대상	직종(32개)
			(비서,	사무,	컴퓨터보조원	등	인력파견,	관리)
-		직무별	전문컨설턴트
			(인력Pool	:	CEO,	임원,	중간관리자,	마케팅,	인사	등)
-		CRM/TM	센터	운영
			(관공서	민원센터/외국기업	마케팅	센터)
-		생산라인도급운영/유통	캐셔직	위탁운영/물류센터	
위탁운영/시설관리	업무

-		생산line	도급,	검사,	포장도급,	공정도급

  ■ 연혁 및 상훈

2010.	회사설립	
2010.	광주지사	설립
2011.	부산지사	설립
2015.	전국네트워크망	MOU체결
2017.	프랜차이즈	사업부	설립

㈜위드인

대표자 전재욱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67  
태화강엑슬루타워 C동 408호

· 홈페이지 : www.withinjob.co.kr

· 문의 전화 : 052-223-5544(代)
· 문의 메일 : ldh@withinjob.co.kr

토탈	아웃소싱	파트너	&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위드인

   ■ 회사 개요

·	설립	:	1990년	
·	자본금	:	15억원
·	2017	매출액	:	4.500억원	(계열사	통합)
·	직원현황	:		총	15,500명
				-	관리직	250명,	파견직	4,100명,	도급직	11,150명
·		지사	:		공항,	강남,	수원,	광주,	제주,	강원,	대전,		

대구,	부산,	송도
					고용서비스지역센터	:		강남,	동부(성수),		

중부(을지로),	서부(마포)
·		관계사	:		유니스텝스㈜,	㈜유니토스,	㈜스타마크,	

㈜유니에어서비스,	프로헨즈코리아㈜,	

㈜H&T아웃소싱시스템,	㈜프리젠트앤퓨처,	
㈜엠텍컨설팅

·	주	서비스
				-		아웃소싱/인재파견
				-		헤드헌팅/HR컨설팅
				-		교육훈련/연수사업
				-		고용서비스
				-		시니어사업/e-Biz사업
·	주	거래처
				-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
				-		삼성
				-		SK
				-			LG

  ■ 서비스 강점

※		인재	비즈니스와	토털아웃소싱을	융합한	명품	종합
인재서비스	제공

	-		자체	취업포털	[잡유니에스(Jobunies.com).26만명	
유효인재DB]	구축,	운영

	-		부문별	잡매니저&직업상담사	멘토+교육연수,	현장
기반	품질경영시스템	정착

	-		직무단위	인적성검사(UAT)를	통한	사업장별	업무특
성과	근로자	맞춤	매칭

	-		업계	최초	ERP	System,	그룹웨어	구축,	인사/고객/
경영정보	실시간	통합처리

	-		전국	9개	지사거점과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지역단위	서비스시스템

  ■ 연혁 및 상훈

2008.		[공항서비스	평가	3연패	달성	공로	대통령상]	
수상

2008.	노동부	근로자	파견	우수기업	인증	획득
2009.		유니에스	콜센터	서비스	KS	인증	획득
2012.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	우수아웃소싱기업]	선정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2.		지식경제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SQ)		

인증	획득
2014.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8.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아웃소싱부문	6년		

연속	대상	수상

㈜유니에스

대표자 이용훈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11층 
(삼성동 성원빌딩)

· 홈페이지 : www.unies.com

· 문의 전화 : 1566-9797(代)  
                   (F:02-553-3381)
· 문의 메일 : unies@unies.com

The	World	best	HR	Service	Group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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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9년
·	2017	매출액	:	200억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630명
				-	관리직	30명,	파견직	260명,	도급직	340명
·	주	서비스
				-		서비스
				-		사업시설관리
				-		물류대행
				-		근로자파견	및	헤드헌팅

·	주	거래처
				-		㈜아워홈
				-		삼성웰스토리
				-		매일유업
				-		티몬
				-		NH농협캐피탈
				-		JB우리캐피탈

  ■ 연혁 및 상훈

2009.	(주)유안에이치알	법인설립	
2009.		삼천리도시가스근로자(사무직/비서직)	

파견계약	체결	
2010.		건화엔지니어링,	모든오피스,카피큐,		

CJ헬로비전	중부산방송/충남방송/영남방송국	
근로자(상담직/사무직/기술직)	파견계약체결	

2011.		아신(물류/유통)도급계약체결,	SK텔레콤-서비
스에이스(고객행복센터)근로자(상담직/사무직)
파견계약체결	

2012.		SK브로드밴드TS,	우리캐피탈,	대한통운,		
IGS근로자(기술직/사무직)파견계약체결	

2013.		삼성생명	근로자(사무직)파견계약체결,부산은행
경비용역(청원경찰직)업무도급계약체결

2014~2015.	대상베스트코,아워홈(물류)	도급계약체결

㈜유안에이치알

대표자 신현욱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15, 13층  
(논현동, KTS빌딩)

· 홈페이지 : www.uanhr.com

· 문의 전화 : 02-425-0206(代)
· 문의 메일 : yar@uanhr.com

   ■ 회사 개요

·	설립	:	2001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11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300명
				-	관리직	15명,	파견직	25명,	도급직	260명
·	지사	:	오산,	안성,	대전

·	주	서비스
				-		인재파견(비서,	운전,	서무	등)
				-		HR아웃소싱
				-		채용대행	및	위탁대행
				-		업무도급
				-		경비,	청소,	유통
·	주	거래처
				-		LG전자
				-	삼성	반도체
				-	동양매직
				-	현대,	기아차
				-	이랜텍

  ■ 서비스 강점

-	파견	대상	직종(32개)	다양한	관리	노하우
-	생산라인	도급	운영(조립,	검사,	포장공정	등)	
-	전문적인	잡매니저	양성	및	관리
-	안정적인	기업	재무구조
-	15년간	축적된	노하우	및	다양한	아웃소싱	경험

  ■ 연혁 및 상훈

2001.	회사	설립(자본금	2억원)	
2010.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취득	
2011.	오산,	안성,	대전지사	설치	
2014.	한국HR산업협회	회원가입	
2014.	삼일공고	MOU채결-위촉	위원	선임	
2016.	한국HR산업협회	경기지부	임원	선임
2016.	주)유현글로벌	상호	변경

㈜유현글로벌

대표자 이경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0번길 9 (7층) · 문의 전화 : 031-241-1781(代)
· 문의 메일 : hyunjin08050@nate.com

인재와	기업을	함께	생각하는	회사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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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3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21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1,222명
				-	관리직	22명,	파견직	453명,	도급직	747명
·	지사	:	성남,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이천
·		관계사	:	㈜스탭플러스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헤드헌팅
				-		유통	/	판매판촉	위탁도급
				-		시설관리	(경비,	미화,	주차관리)
				-		병원의료	아웃소싱
				-		물류	/	생산	아웃소싱
·	주	거래처
				-		네이처리퍼블릭
				-	DHL
				-	CJ대한통운
				-	SM면세점
				-	우리카드

  ■ 서비스 강점

-	내부스텝의	전문성	
			(전직원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증	소지)
-	적합한	인재써칭	및	관리	시스템
-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서비스	기반	확립
-	입사~퇴사까지	온라인/오프라인	기반의	밀착	관리
-	노무전문가	확보를	통한	법률적	안정성	확보

  ■ 연혁 및 상훈

2015.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6.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우수기업	인증
2017.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사랑잇기	MOU	체결

HR서비스	우수기업	인증
창립	14주년	팀	빌딩	프로그램	진행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	선정(12년	연속)

㈜인사이드잡

대표자 최윤석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40 경원빌딩 8층
· 홈페이지 : www.insidejob.co.kr

· 문의 전화 : 02-591-4360(代)
· 문의 메일 : kjk8146@insidejob.co.kr

기업과	인재를	하나로

   ■ 회사 개요

·	설립	:	1989년
·	자본금	:	10억원
·	2017	매출액	:	55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2,300명
				-	관리직	50명,	파견직	700명,	도급직	1,550명
·	지사	:	인천공항,	부산
·		관계사	:	아바커뮤니케이션	(통역,	번역,	출판)

·	주	서비스
				-		HR아웃소싱(인재파견,	도급)
				-		호텔,	병원,	공항,	F&B,	미화,	주차
				-		업무지원,	안내데스크
				-		헤드헌팅,	채용대행
				-		통번역,	IT서비스
·	주	거래처
				-		인천공항공사
				-		롯데호텔
				-		현대백화점
				-		세브란스병원
				-		LG전자

  ■ 서비스 강점

-		업무	처리	PROCESS의	표준화	확립을	통한		
체계적인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		사무지원	아웃소싱	분야의	전문성에서	국내	최초,		
최고의	전문성

-		직원	복리후생	(업계	최초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강화

-		인력	채용	채널의	다각화를	통한	신속하고		
적절한	인력	공급

-		대다수	관리자가	10년	이상의	아웃소싱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연혁 및 상훈

1989.	㈜인터비즈시스템	설립
2000.	ISO	9001	인증	취득	(SGS	ICS	KOREA)
2002.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부문	감사패
2007.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상	수상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2015.		아웃소싱	업무지원부문	리딩컴퍼니	선정	

(10년연속)
2015.	한국산업대상	수상	(창조경영부문)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대상	수상	

(경영혁신기업)

㈜인터비즈시스템
대표자 이동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6층 

· 홈페이지 : www.inter-biz.co.kr

· 문의 전화 : 02-799-7979(代)
· 문의 메일 : pp0328@inter-biz.co.kr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	
항상	도전하는	기업,	
윤리와	상도덕을	지키는	투명한	기업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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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87년	
·	자본금	:	8억원
·	2017	매출액	:	45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2,150명
				-	관리직	50명,	파견직	700명,	도급직	1,400명
·	지사	:	부산,	대전,	대구,	광주
·		관계사	:	베스템프㈜,	투어2000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유통(판매/서비스)	/	물류	
				-		콜센터
				-		종합시설관리
				-		헤드헌팅	/	채용대행
·	주	거래처
				-		롯데그룹
				-		씨티그룹
				-		동양그룹
				-		현대백화점	그룹
				-		교보그룹

  ■ 서비스 강점

-	채용전담팀	운영(고객기호에	맞는	인원	써치	및	배치)
-	직종별	팀운영(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	파견	및	아웃소싱	분야의	30년	노하우
-	각	분야	전문	인재	데이터베이스	다량	보유
-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연혁 및 상훈

2003.	ISO9000:2001인증
2004.	CQM인증
2005.	선진기업수상
2008.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인증
2009.	KS1006-1	서비스	인증(콜센터부분)
2012~2015.	100대아웃소싱기업	선정

인터코리아
맨파워시스템㈜
대표자 양무승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8층
· 홈페이지 : www.ikms.co.kr

· 문의 전화 : 02-319-7600(代)
· 문의 메일 : dp2@ikms.co.kr

사람,	화합,	열정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07년
·	자본금	:	1억원
·	2017	매출액	:	24억원
·	직원현황	:		총	240명
				-	관리직	8명,	파견직	140명,	도급직	100명
·	지사	:	부산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채용대행/헤드헌팅
				-		콜센터	파견/도급
				-		사무도급/물류도급
				-		제조도급
·	주	거래처
				-		LG전자
				-	한진	계열사
				-	CJ	계열사
				-	GS	계열사
				-	아워홈

  ■ 서비스 강점

-	초기/중기/장기	인력관리	시스템	메뉴얼화
-	전산	ERP를	통한	수급	/	관리의	효율화
-	내부	staff의	장기근속을	통한	조직의	안정화
-	무차입	경영을	통한	재무구조의	안정성
-	당사	고객사	평가에서	매년	상위순위	유지

  ■ 연혁 및 상훈

-	2007.	㈜잡파크	법인	설립
-	2008.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취득	/	전산	ERP	도입
-	2009.	부산지사	설립	
-	2010.	김해사무소	개설
-	2011.	본사	사업장	확장	이전
-	2012.	창원지사	설립
-	2013.	제조/물류/콜센터	도급	사업부	개설

㈜잡파크

대표자 안한진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87, 804호 
(망원동, 마포로얄프라자) 

· 홈페이지 : www.jobpark.co.kr

· 문의 전화 : 02-324-8113(代)
· 문의 메일 : hanjin@jobpark.co.kr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존중하자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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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3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792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2,800명
				-	관리직	33명,	파견직	1,800명,	도급직	1,000명
·	지사	:	영남본부,	중부본부,	대구,	광주
·		관계사	:		제니엘,	제니엘시스템,	제니엘이노베이션,	

제니엘맥,	제니엘메디컬,	이엠룩	등

·	주	서비스
				-	종합아웃소싱
				-	근로자파견
				-	물류센터/유통센터
				-	시설종합관리
				-	채용대행/헤드헌팅
·	주	거래처
				-	CJ그룹
				-	삼성그룹
				-	신한그룹
				-	현대그룹
				-	이랜드그룹	등

  ■ 서비스 강점

-			탄탄한	재무구조의	대규모	회사로	고객사와		
근로자가	만족하는	기업

-			관리자	전원	전문	자격증	보유로	안정적이고		
적법한	도급/파견	운영

-			지속적	교육훈련을	원동력으로	끊임없이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사업부제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	제공

-			서비스	제공	업종간	네트워크	공유	시스템을	통한		
종합	아웃소싱	서비스

  ■ 연혁 및 상훈

2003.	종합	아웃소싱	전문기업	설립
2012.	고용	창출	우수기업	선정
2012.	고객만족대상	물류센터	운영부문	수상
2012.	적십자유공장	금장	수상	(대한적십자사)
20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2016.	고객만족대상	HR	컨설팅	부문	수상
2017.		일·가정	양립	확산	참여	협력	체결		

(노사발전재단)

㈜제니엘휴먼

대표자 정태훈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창강빌딩 10층
· 홈페이지 : www.zenielhuman.co.kr

· 문의 전화 : 02-728-4700(代)
· 문의 메일 : jth@zeniel.co.kr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 회사 개요

·	설립	:	1998년
·	자본금	:	10억원
·	2017	매출액	:	60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3,300명
				-	관리직	80명,	파견직	1,800명,	도급직	1,420명
·	지사	: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관계사	:	㈜제이앤비맨파워,	㈜제이앤비티앤에스,

㈜제이앤비글로벌컨설팅,	㈜제이앤비케어서비스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콜센터	위탁운영
				-		취업지원컨설팅
				-		채용대행	및	헤드헌팅
				-		정부	민간	위탁	사업
·	주	거래처
				-		하나은행/카드
				-		우리은행/카드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 강점

-	여성	CEO만의	섬세한	조직	운영
-	효율적	인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임직원	직무만족도	및	장기근속을	위한	복리후생	
강화

-	직무별	핵심	인력	데이터베이스	보유
-		인사부터	노무까지	사용사에	맞춘		
One-stop	서비스	제공

  ■ 연혁 및 상훈

1998.	㈜제이앤비컨설팅	설립
2008.		고용노동부	선정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	획득
2011.	(전)지식경제부	선정	[아웃소싱	우수기업]	표창
2015.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장관상	표창
2016.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	표창
2017.	제6회	인구의날	국무총리	표창
2017.	중소기업인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제이앤비컨설팅

대표자 이수연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501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홈페이지 : www.ijnb.com

· 문의 전화 : 02-2167-3300(代)
· 문의 메일 : kiun20@ijnb.com

아름다운	기업,	감동의	서비스,	
최강의	경쟁력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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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9년	
·	자본금	:	1억원
·	2017	매출액	:	27억원
·	직원현황	:		총	153명
				-	관리직	8명,	파견직	48명,	도급직	97명

·	주	서비스
				-		채용대행
				-		근로자파견
				-		도급
				-		노무컨설팅
				-		payroll
·	주	거래처
				-		두산인프라코어
				-	GS리테일
				-	㈜미셸푸드
				-	sona	vpc	korea
				-	한국가스공사	외	다수

  ■ 서비스 강점

-	체계적	인사관리	시스템
-	세심한	노무관리
-	다양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
-	ONE-STOP	서비스
-	고객	밀착	서비스

  ■ 연혁 및 상훈

2009.	㈜제이앤피21	법인	설립.
2009.	근로자	파견업	허가	득.
2011.	직업정보	제공	사업	신고	필.
2012.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	필.	
2012.~현재	45개	업체	아웃소싱	계약	체결			

㈜제이앤피21

대표자 박인성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8길 4 
(서초동, 삼광빌딩 402호) 

· 홈페이지 : www.jnp21.co.kr

· 문의 전화 : 02-585-6622(代)
· 문의 메일 : isp@jnp21.co.kr

가치창조	/	창조마인드	경영

   ■ 회사 개요

·	설립	:	2003년
·	자본금	:	3.5억원
·	2017	매출액	:	70억원
·	직원현황	:		총	495명
				-	관리직	15명,	파견직	220명,	도급직	260명
·		관계사	:	㈜제이알코어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콜센터	운영
				-		텔레마케팅
				-		헤드헌팅
				-		물류운송
·	주	거래처
				-		우정사업본부
				-		우리카드	
				-		한국자산신탁㈜
				-		대한토지신탁㈜
				-		SK브로드밴드

  ■ 서비스 강점

-	전문	인재의	신속한	써치	및	배치
-	전문	관리자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리스크	방지
-	각	분야	전문	인재	데이터베이스	다량	보유
-	사후관리를	통한	직원	업무	능력	강화

  ■ 연혁 및 상훈

2003.	㈜제이엔알써비스	설립
2006.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표창	수상
2008.		2008한국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서울경제신문),	ISO	9001:2000	인증취득
2010.		2010대한민국아웃소싱서비스고객만족대상수상

(지식경제부,아웃소싱타임스).	경영혁신형중소기
업(MAIN-BIZ)	인증취득(중소기업청)

2012.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	선정
2014.	전국화물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	표창	수상
2014.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6.	서울특별시	모법납세자	4년	연속	선정

㈜제이엔알써비스

대표자 정세영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빌딩 1801호 (도화동)

· 홈페이지 : http://www.jnrservice.com

· 문의 전화 : 02-851-8122(代)
· 문의 메일 : jnrservice@naver.com

고객감동,	정도경영,	공동번영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2016.	서울특별시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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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2년
·	자본금	:	2억원
·	2017	매출액	:	130억원
·	직원현황	:		총	700명
				-	관리직	20명
·	지사	:	호주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Total	아웃소싱
				-	Telemaketing
				-	IT아웃소싱
				-	업무위탁,	도급
·	주	거래처
				-		SK그룹사
				-		홈앤쇼핑
				-		새마을금고
				-		신한카드
				-		중앙일보계열

  ■ 서비스 강점

-	콜센터	업무위탁	전문	기업
-	전문	인재	서비스
-	고객	맞춤형	인재	운영,	컨설팅	진행
-	IT	개발,	유지보수	운영
-	통신(판매,	개통,	상담)관련	전문	기업	

  ■ 연혁 및 상훈

200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취득
2007.	SKT	최우수	BP상	수여
2008.	금융권	아웃소싱	진출
2012.	한전KDN	업체등록(IT)	진출
2014.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5.	아웃소싱	100대	기업	선정

제이엠피코리아㈜

대표자 노수열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301호

· 홈페이지 : www.jmpkorea.co.kr

· 문의 전화 : 02-3142-4500(代)
· 문의 메일 : jmpsp@jmpkorea.co.kr

고객사	맞춤형	아웃소싱	및	컨설팅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1998년
·	자본금	:	30억원	(계열사	포함)
·	2017	매출액	:	1,050억원	(계열사	포함)
·	직원현황	:		총	5,463명
				-	관리직	103명,	파견·도급직	5,360명
·	지사	: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관계사	:		제일비에스㈜,	제일에스피㈜,		

㈜제일과동행

·	주	서비스
				-		업무위탁·도급
				-		유통	판매·판촉업무
				-		건물종합관리
				-		근로자파견
				-		헤드헌팅
·	주	거래처
				-		하이트진로
				-		삼성전자
				-		대림산업
				-		우리카드
				-		신세계

  ■ 서비스 강점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하여	고객사별	맞춤형	
아웃소싱	운영은	물론	제일만의	차별화된	BPO시스템,	
전국	규모의	유통	판매·판촉	네트워크	구축,	선진화된	
건물시설관리(FM)	서비스,	차별화된	인사/노무관리	및	
교육시스템으로	100여개	고객사에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혁 및 상훈

1998.	㈜제일비엠시	설립
1999.	ISO	9001/	KSA	9001	인증
2008.	HR아웃소싱	전문기업	설립	-	제일비에스㈜
2010.	세일즈프로모션	전문기업	설립	-	제일에스피㈜
2011.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	㈜제일과동행	
2012.	서울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공로	표창
2013.		대한민국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만족	대상	수상	

(4년연속)
2014.	2014	Best	Innovation	기업&브랜드	선정
2015.	제일사옥	확장	이전	(양재	신사옥	제일빌딩)
2016.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메인비즈	인증획득
2017.		대한민국	HR아웃소싱	10대	대표기업	선정		

㈜제일비엠시

대표자 김정현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71 
(양재동 2-44) 제일빌딩

· 홈페이지 : http://www.jeilbmc.co.kr

· 문의 전화 : 02-556-1970(代)
· 문의 메일 : sales@jeilbmc.co.kr

사람이	제일입니다!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8년연속)						
									HR서비스	우수기업	인증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클

린 인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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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8년
·	자본금	:	1억원
·	2017	매출액	:	10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200명
				-	관리직	8명,	파견직	122명,	도급직	70명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도급
				-		헤드헌팅
				-		채용대행
				-		사무도급
·	주	거래처
				-		삼성전자
				-		엠플러스
				-		씨게이트코리아
				-		가드넥
				-		소니코리아

  ■ 서비스 강점

-	방대한	D/B	확보로	적시적절하게	인재	추천
-	인재에	대한	추후관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전문관리자에	대한	인재관리	및	리스크	방지

  ■ 연혁 및 상훈

2008.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록
2009.	삼성전자	IT솔루션	개발/품질	업무	계약
2010.	삼성전자	생활가전	광주사업장	업무	계약
2011.	삼성전자	MSC	S/W	업무	계약
2013.	한국	S/W산업협회	정회원	가입
2014.	직업능력개발	유공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지텍에이치

대표자 김세철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삼호마라톤빌딩 1004호)

· 홈페이지 : www.gtech-h.co.kr

· 문의 전화 : 031-222-0340(代)
· 문의 메일 : insa@gtech-h.co.kr

사람과	사람	마음의	소통을	하라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16년	
·	자본금	:	1억원
·	직원현황	:		총	21명
				-	관리직	21명
·	관계사	:		㈜지엘코아,	㈜엠에스글로벌		

㈜동원물류,	드마리스	수원점

·	주	서비스
				-		헤드헌팅
				-		인재파견
				-		위생관리용역
				-		시설물관리
				-		업무도급	및	대행업
·	주	거래처
				-		판알피나코리아㈜
				-		㈜신세계
				-		㈜한독모터스
				-		아쿠쉬네트코리아㈜
				-	㈜채널에이

  ■ 서비스 강점

-	내부	관리자의	전문성(10년	이상	경력자)
-		Total	HR	Service	provider(Head	hunting,Outsourc-
ing,Temporary	Service)

-	㈜동원물류	서비스	우수업체	인증(대통령상	수상)	
-		우수한	Risk	대처능력	
(자문기관	및	지정	협력병원	운영)

-	투명한	경영	방침
 

 ■ 연혁 및 상훈

2016.	㈜지엘코아모건앤뱅스컨설팅	설립
2016.	㈜신세계	업무계약	체결
2016.	아쿠쉬네트코리아(주)	업무계약체결
2017.	판알피나코리아(주)	업무계약	체결
2017.	물류의	날	관계사	㈜동원물류	대통령상	수상
2017.	㈜채널에이	업무계약	체결

㈜지엘코아 
   모건앤뱅스컨설팅
대표자 김현철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503-1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홈페이지 : www.glcore.net

· 문의 전화 : 02-6000-3652(代)
· 문의 메일 : brianpark01@glcore.net
                    brianpark01@gmail.com

인재가	곧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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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3년
·	자본금	:	1억원
·	2017	매출액	:	13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420명
				-	관리직	9명,	파견직	411명
·		관계사	:		㈜쵸이스시스템

·	주	서비스
				-		사무파견
				-	레미콘운전
				-	전화	안내,	콜센터
				-	주유	관리,	판매
				-	제조	도급
·	주	거래처
				-	삼표산업
				-	현대제철
				-	현대오일뱅크
				-	에이제이토탈
				-	현대자동차

  ■ 서비스 강점

-		1992년	설립한	(주)쵸이스맨파워의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관리자	인적	자원	보유

-		노무관리,	대관업무	등	기동성있는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

-	고용	형태의	다양화	및	유연화에	신속한	변화

  ■ 연혁 및 상훈

1992.	㈜쵸이스맨파워	설립
1994.	㈜쵸이스시스템	설립
1994.	용역	경비업	허가
1998.	근로자	파견사업허가
2004.		한국	암웨이	물류도급업무	최우수	협력	업체	

수상
2009.	현대오일뱅크	최우수	협력	업체	수상

㈜쵸이스맨파워

대표자 이태호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4 
(여의도동, 오륜빌딩 9층)

· 홈페이지 : www.choice-ms.co.kr

· 문의 전화 : 02-780-0593(代)
· 문의 메일 : cholth@lycos.co.kr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쵸이스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12년
·	자본금	:	1억원
·	2017	매출액	:	90억원
·	직원현황	:		총	302명
				-	관리직	5명,	파견직	47명,	도급직	250명
·		지사	:	안양,	오산
·		관계사	:	카와	원두커피	(http://www.khawah.com)

·	주	서비스
				-		아웃소싱
				-		인재파견
				-		생산도급
				-		헤드헌팅
·	주	거래처
				-		삼성
				-		LG
				-		현대모비스
				-		기아
				-		유도그룹

  ■ 서비스 강점

-	맞춤인재	써치/배치
-	분야별	인재	DB다수	보유
-	직원	사후관리에	탁월한	능력	보유

  ■ 연혁 및 상훈

2007.	대성뉴맨텍㈜	설립
2007.	근로자	파견업	허가
2012.	업종추가로	상호변경	㈜카와
2013.	안양지사	설립
2015.	수원본사	사업장	이전
2016.	오산지사	설립	

㈜카와

대표자 이생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마라톤빌딩 1007호 (인계동)

· 홈페이지 : www.kahwah.net

· 문의 전화 : 031-251-5577(代)
· 문의 메일 : ka5588@daum.net

인화,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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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3년
·	자본금	:	26억	8천5백만원
·	2017	매출액	:	30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609명

·	주	서비스
				-		온라인	리크루팅	서비스
				-	채용대행	솔루션	제공	
				-	대학교	경력개발솔루션
				-	공공취업지원	사업
				-	취업컨설턴트양성	등	교육사업
·	주	거래처
				-		현대기아차그룹
				-	신세계그룹
				-	동부그룹
				-	KB국민은행
				-	SK네트웍스

  ■ 서비스 강점

-		명품	알짜기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견강소기업	히든챔피언	서비스	오픈

-	취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취업자료실	오픈
-		원하는	연봉을	바로	알려주는	연봉정보	앱		
바로연봉	출시

-	상위	1%	아르바이트포털	귀족알바	서비스

  ■ 연혁 및 상훈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	6년	연속	1위	
2016.	머니투데이	서비스혁신대상	수상	
2015.	웹어워드	스마트웹	최우수상	수상	
201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2013.	한국서비스품질지수	구인구직사이트	1위
2012.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국무총리

표창	

㈜커리어넷

대표자 강석린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파트너스타워 2차 3층, 4층, 13층 

· 홈페이지 : www.career.co.kr

· 문의 전화 : 1577-9577(代)
· 문의 메일 : helpdesk@career.co.kr

희망을	전하는	취업포털	커리어

   ■ 회사 개요

·	설립	:	1986년	
·	자본금	:	18.5억원
·	2017	매출액	:	3,600억원
·	직원현황	:		총	13,500명
				-	관리직	220명,	파견직	3,200명,	도급직	10,980명
·		지사	:	8개	지사	-	중부,	서부,	북부,	영남,	호남,		

경북,	제주,	파주	
(24개	사무소	-	창원,	울산,	김해,	춘천,	원주,	청주,	
제주공항,	서초,	동탄,	부천,	분당,	이베이,	이천,	파
주,	인천공항1,	인천공항2,	인천,	일산병원,	건대병
원,	연세의료원,	양산,	길병원,	암센터,	경희대병원

·		관계사	:		케이텍서비스㈜,	베스텍서비스㈜,		
㈜휴먼프랜드,	㈜신우FS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유통판매,	생산물류,	

의료지원,	캐터링	등
·	주	거래처
				-		삼성,	LG,	SK,	롯데,	현대,	한진	계열사
				-	대형병원,	금융회사,	항공사	등

  ■ 서비스 강점

-		30여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	자제사옥	및	국내최대	직영지사망	보유
-	업계	최고	신용등급	및	차별화된	재무구조
-	전문관리자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리스크	방지
-		체계적인	수급,교육시스템을	통한		
전문인력	적시	공급

  ■ 연혁 및 상훈

1986.	대한민국	최초	인재파견사	설립
2002.	ISO9001	인증
2003.	사옥	준공(서초동)
2005.		한국아웃소싱서비스대상	수상	

(산업자원부장관상)
2009.		고용노동부인증	

근로자파견우수기업/노사상생인증기업
2011.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14.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6.	KOSHA18001	인증

케이텍맨파워㈜

대표자 박영진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65  
혜준빌딩 2F~6F

· 홈페이지 : www.k-tec.co.kr

· 문의 전화 : 1577-1986(02-554-3579)(代)
· 문의 메일 : ktec@k-tec.co.kr

한국	HR아웃소싱의	효시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경총ㆍ코시아 우수HR서비스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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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4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125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420명
				-	관리직	30명,	도급직	390명
·	지사	:	서울,	창원,	영월
·		관계사	:	㈜코세스가드,	(재)사회안전연구원,		

경호연수원,	시큐리티뉴스

·	주	서비스
				-	병원보안
				-	생산도급
				-	건물종합관리
				-	경호/의전/행사
				-	불법도감청검색/차량검색
·	주	거래처
				-		아산병원
				-	아주대병원
				-	삼광유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포천일동용암천

  ■ 서비스 강점

-	적재적소의	맞춤형	인재	채용	및	업무	수행
-		20년	전통의	보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종합	보안,	
경비	시스템

-		전국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경호,	의전,	행사진행		
시스템

-		자체	연수시설을	활용하여	직군에	적합한		
전문	인력	육성	

-	사후관리를	통한	직원	업무력	강화

  ■ 연혁 및 상훈

2006.	서울아산병원	보안	도급	계약
2008.	강원랜드	VIP	영업장	보안	도급	계약
2009.	아주대학교병원	보안	도급	계약
2009.	서울의료원	보안	도급	계약
2011.		삼광유리	건물종합관리	및	계열사	

(포천일동용암천)	도급	계약
20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무부,	금감원,		

행정부	출제보안업체	지정
2013.	한국방송공사(KBS)	협력	업체	등록

코세스코리아㈜

대표자 백봉현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9길 8 
(석촌동, 코세스빌딩)

· 홈페이지 : www.kosses.com

· 문의 전화 : 02-424-1655(代)
· 문의 메일 :  kossesco@gmail.com 

chulwoon.baek@gmail.com

미래	그리고	사람

   ■ 회사 개요

·	설립	:	2004년
·	자본금	:	4억원
·	2017	매출액	:	28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965명
				-	관리직	21명,	파견직	772명,	도급직	172명
·		관계사	:	㈜유엠아이토탈

·	주	서비스
				-		인재파견서비스
				-		콜센터운영관리
				-		시설관리,	미화,	경비,	용역
				-		유통,	단체급식
				-		헤드헌팅,	채용대행
·	주	거래처
				-		신한카드
				-		한국씨티은행
				-		서울보증보험
				-		MBC방송국
				-		무인양품(MUJI)

  ■ 서비스 강점

-	인재파견지도사	잡매니져의	차별화된	HR서비스
-	직종별	전국	인재DB	5만명	보유	/	ERP	전산관리
-	고객사	아웃소싱	계약	지속율	1위
-	파견직원대상	최고의	복리후생	제도
-		설립	14년차의	아웃소싱	노하우	/		
노동관계,	인사노무	문제의	Zero기업

  ■ 연혁 및 상훈

2004.	설립(14년차	기업)	
										근로자파견허가,	시설경비업허가,		

위생용역업허가,	직업소개허가,	ISO9001인증
2010~2016.	대한민국	아웃소싱	100대기업	연속	선정
2010.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
2014.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4~2016.		대한민국	아웃소싱	고객만족	대상수상	

(파견,	유통)
2016.	한국아웃소싱	리딩컴퍼니	선정

㈜티오에스코리아

대표자 이승우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907호 
(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 홈페이지 : www.toskorea.net

· 문의 전화 : 02-2168-8282(代)
· 문의 메일 : toslsw@naver.com

몰입과	헌신,	지배와	우의	
투명경영과	사회공헌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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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10년
·	자본금	:	3억원
·	2017	매출액	:	25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1,000명
				-	관리직	20명,	파견직	20명,	도급직	960명
·	지사	:	양산공장,	대구,	천안
·		관계사	:	㈜플러스테크,	㈜퍼스트인코리아

·	주	서비스
				-		제조업	전문	도급라인	운영
				-		품질검사	전문	공장	운영
				-		공항	및	관공서	관련	도급업무	및	지원업무
				-		호텔	및	서비스운영	지원업무
				-		아웃소싱	및	시설관리
·	주	거래처
				-		관세청
				-		중·소형	호텔
				-		외국계기업
				-		김해공항
				-		자동차부품업체

  ■ 서비스 강점

-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	다양한	직업교육	및	복리후생	제공
-	서비스품질에	대한	직무능력	강화

  ■ 연혁 및 상훈

2014~2016.	100대	아웃소싱업체	선정
2015.	아웃소싱	제조부문	대상	(산업자원부주관)
2015.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5.	부산지방보훈청	MOU체결
2016.		고용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우수기업	선정
2016.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준수	협약	체결

㈜퍼스트인

대표자 이일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90  
(범천동, 도문빌딩 5층)

· 홈페이지 : www.first-in.co.kr

· 문의 전화 : 051-631-6648(代)
· 문의 메일 : f6648@daum.net

고객에게는	신뢰를	근로자에게는	감동을	
사원에게는	미래를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회사 개요

·	설립	:	2011년
·	자본금	:	1억원
·	직원현황	:		총	12명
·	주	서비스
				-		급여대행
				-		연말정산대행
				-		4대보험관리
				-		일용직관리
				-		노무자문	및	임금설계

·	주	거래처
				-		커피빈코리아
				-		이브자리
				-		제일패션리테일
				-		리치몬트코리아
				-		리오틴토코리아

  ■ 서비스 강점

-		웹기반	자체	급여대행시스템(www.payrollplus.kr)	
운영

-	정례적인	급여실무세미나를	통한	고객소통	강화
-	업계	10년	이상	경력자팀	구성으로	리스크관리
-		고객밀착형	서비스	
(1시간	이내	응답,	반나절	이내	처리)

-	내부	공인노무사	활용으로	노무자문	강화

  ■ 연혁 및 상훈

2011.	웹기반	급여대행시스템(www.payrollplus.kr)구축
2012.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제휴
2013.		급여실무세미나		

실무특강-	급여실무	이해와	관리 	과정	개설
2017.	인재경영연구소	 HR지식포럼 	파트너

㈜페이롤플러스

대표자 황정덕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5길 15  
(송원빌딩 3층)

· 홈페이지 : www.payrollplus.co.kr

· 문의 전화 : 02-3431-0471(代)
· 문의 메일 : help@payrollplus.co.kr

급여아웃소싱서비스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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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13년
·	자본금	:	1.5억원
·	2017	매출액	:	22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120명
				-	관리직	10명,	파견직	80명,	도급직	30명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아웃소싱
				-		헤드헌팅
				-		채용대행
				-		중소규모	콜센터	아웃소싱

·	주	거래처
				-		Wework
				-		더매버릭스
				-		쏘카
				-		모티브아이디어스
				-		러닝피플즈

  ■ 서비스 강점

-	신속한	인원	소싱
-	중소규모	콜센터	아웃소싱	
-	IT	분야	전문인력	인원소싱
-	사용업체	중심	서비스	제공

  ■ 연혁 및 상훈

2013.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취득
2014.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취득
2014.	맥스무비	고객센터	런칭
2014.	아이젠비데	고객센터	런칭
2015.		PlanetPro	IT	Management	Outsourcing	런칭	
2016.	WeWork	Korea	서비스아웃소싱	런칭

편리한잡㈜

대표자 오정석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4-4 우현빌딩 2층 
· 홈페이지 : www.cvsjob.co.kr

· 문의 전화 : 02-6403-5533(代)
· 문의 메일 : sh@cvsjob.co.kr

투명한	성과공유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02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135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945명
				-	관리직	15명,	파견직	230명,	도급직	700명
·	지사	:	부산,	인천,	천안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물류도급
				-		생산도급
				-		유통도급
				-		채용대행
·	주	거래처
				-		삼성
				-		CJ대한통운,	GS리테일
				-		SH공사
				-		케이티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서비스 강점

-	다양한	분야의	인력	DB보유
-		교육기관	제휴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따른		
원활한	인원수급

-	물류,	사무직,	방송,	유통,	생산의	전문서비스	제공
-		다년간의	인재파견,	아웃소싱	진성도급의		
경력에	따른	노하우

-		자사	토탈아웃소싱프로세서구축을	통한		
업무	간결화,	신속화,	집중화	우수

  ■ 연혁 및 상훈

1997.	㈜아주비젼	설립	
1998.	금호그룹,	TTA	외	최초	파견계약	체결
2002.	㈜포맨파워	상호	변경	
2003.		SK그룹,	삼성그룹,	대한통운,	한진택배,	신문사,	

서울도시가스	외	계약
2004.	두산그룹	및	공기업,	외국계	외	계약
2011.	KT그룹	계약,	제조업	아웃소싱	계약체결
2011.	포맨테크닉스	도급법인	설립

㈜포맨파워

대표자 이수광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78, 713 
(가산동, 에스제이테크노빌)  

· 홈페이지 : www.formanpower.co.kr

· 문의 전화 : 02-3397-3484(代)
· 문의 메일 : songye1148@hanmail.net

인재와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	기업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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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8년
·	자본금	:	10억원
·	2017	매출액	:	350억원
·	직원현황	:		총	1,520명
				-	관리직	25명,	파견직	600명,	도급직	900명
·	지사	:	중부,	부산

·	주	서비스
				-		컨택센터	아웃소싱
				-		인재파견
				-		채용대행
				-		헤드헌팅
				-		HR아웃소싱
·	주	거래처
				-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하나카드㈜
				-		한국방송공사
				-		한국거래소	외	100여개

  ■ 서비스 강점

-	다년간	축적된	인재	DB로	상시	인력	운영	가능
-		다년간의	사업	운영을	통한	인재	파견	등		
HR아웃소싱	노하우(know-how)

-	직원의	업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제도	운영
-		월간/연간	우수사원	선정	해외	연수	등	포상	제도	
운영

-	다양한	교육제도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

  ■ 연혁 및 상훈

2006.	콜센터	CQ	인증마크	획득(한국텔레마케팅협회)	
2009.		ISO	9001(품질경영),	ISO	14001(환경경영)		

인증	획득	
2009.		고용노동부	인증	근로자	파견	우수기업	선정
2013.		외환은행	KS서비스	6년연속	인증	공헌		

감사패	수상
2013.		교보생명보험	3년연속	최우수	파견업체	선정		

감사패	수상
2014.	신한카드	우수협력업체	선정(2년	연속)
2015.	CJ텔레닉스	Best	Partner	선정	감사패	수상
2017.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	기업	선정(10년	연속)

프리머스에이치알㈜

대표자 강석린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9층 
(가산동, 남성프라자)  

· 홈페이지 : http://www.primushr.co.kr

· 문의 전화 : 02-2028-7288(代)
· 문의 메일 : admin@primushr.co.kr

열정과	리더쉽,	도전과	혁신을	통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HR그룹	지향

   ■ 회사 개요

·	설립	:	1995년
·	자본금	:	4억원
·	2017	매출액	:	41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1,660명
				-	관리직	60명,	파견직	100명,	도급직	1,500명
·	지사	:	부산,	충남(대전),	경북(대구),	호남(광주)	
·		관계사	:	㈜씨아이웍스

·	주	서비스
				-		판촉	아웃소싱
				-		근로자파견사업
				-		채용대행,	헤드헌팅
				-		종합시설관리
				-		프로모션	운영,	기획
·	주	거래처
				-		네슬레코리아	유한회사
				-		㈜배상면주가
				-			㈜팜스토리	한냉
				-		㈜네오팜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 서비스 강점

-	자체개발	인력관리	인트라넷(HAIS)	구축
-		다양한	고객	아웃소싱	요구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운영

-	자체	교육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운영
-	전국	네트위크	구축(거점별	직영지사	운영)
-	차별화된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서비스	질	제고

  ■ 연혁 및 상훈

-	1995.	㈜하이맥스컨설팅	설립
-	1995.		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	취득
-	2000.	일반경비업	허가	취득
-	2006.	판촉아웃소싱	전문법인	㈜씨아이웍스	설립
-	2006.	전국지사설립(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010.	인력관리	인트라넷(HAIS)	자체개발
-	2017.	-	HAIS	특허등록,	APP개발	완료

㈜하이맥스컨설팅

대표자 서화덕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61,  
동성빌딩 2, 3층 (서초동)

· 홈페이지 : www.hi-max.co.kr

· 문의 전화 : 02-523-1986(代)
· 문의 메일 : jwjung@hi-max.co.kr

관리는	High,	신뢰는	Max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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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8년
·	자본금	:	21억원
·	2017	매출액	:	1,20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3,965명	
				-	관리직	73명,	파견직	83명,	도급직	3,809명
·		지사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13	삼진빌딩	9층		

(성수동2가)
·		관계사	:		KS신용정보㈜,	㈜케이에스위드엔젤,		

㈜케미인슈

·	주	서비스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		콜센터	운영	및	구축
				-		콜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마케팅	서비스
				-		채용아웃소싱	
·	주	거래처
				-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및	하나카드
				-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롯데홈쇼핑

   ■ 회사 개요

·	설립	:	2014년
·	자본금	:	5.75억원
·	직원현황	:		총	10명
				-	관리직	3명,	컨설턴트	3명,	잡매니저	4명
·		관계사	:		㈜대현맨파워HRV-I	

전국직업상담사협동조합	
한국생산도급협동조합

																	백만인일자리찾아주기협동조합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

·	주	서비스
				-	기업경영컨설팅
				-	헤드헌팅,	채용대행
				-	BPO
				-	인사노무컨설팅,	창업교육
				-	HRV-Innovation	
·	주	거래처
				-		SK	M&S㈜
				-	㈜하나원마켓
				-		라이나생명
				-	㈜KT	IS	
				-		(유)DCSP

  ■ 서비스 강점

-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컨텍센터	구축	및	운영
-		고객	중심의	원스톱	솔루션	구현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

-		국내	최대규모의	단지형	컨텍센터	구축		
(춘천시	근화동)

-		컨텍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상담	어플리케이션		
자체개발	가능

-		채용아웃소싱,	인터넷HR서비스,	ERS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연혁 및 상훈

2013.	상공업진흥	유공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2013.	고용노동부	일터혁신우수기업	인증
2013.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2014.	남녀평등	유공	철탑산업훈장	수상
2015.	고용노동부	노사문화대상	장관표창	수상
2016.		한국표준협회	콜센터부분	KS서비스인증	획득
2016.		적극적고용개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2016.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2017.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유공	장관표창
2017.	여성가족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장관표창

  ■ 서비스 강점

-	HRV-I	시스템을	통한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
-	의식변화를	통한	성과관리(경력관리)	
-	분야별	맞춤	인재	데이터베이스	다량	보유
-		각	분야	10년	이상의	경험보유자	배치로	인한		
효율적	관리	및	리스크	방지	

-	맞춤	인재의	신속한	추천	및	배치	

  ■ 연혁 및 상훈

2015.	HRV-Innovation(인적자원가치혁신)시스템	개발	
2015.		고용구조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연구

(HRV-Innovation)
2015.		산업안전공단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

체결
2016.	삼성카드,	SK	M&S(주)	계약	체결	
2016.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	인증	
2016.		2016고객만족대상	수상	-	HR서비스부문	(산업

통상자원부)
2017.	(주)KT	IS	계약	체결

㈜한국고용정보 ㈜한국기업정책연구원

대표자 손영득 대표자 류시윤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491(근화동)
· 홈페이지 : www.kbsjob.co.kr

· 문의 전화 : 02-518-9900(代)
· 문의 메일 : ywcho@kbsjob.co.kr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34길 32  
(구로동 501-5) 3층

· 홈페이지 : www.kepi.kr

· 문의 전화 : 02-785-9192(代)
· 문의 메일 : ynu1217@kepi.kr

3즐 	경영기조	:	
즐거운	고객,	즐거운	직원,	즐거운	회사

인적자원	가치혁신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고객만족,	고객감동	창출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88_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2018 KOHRSIA 회원사 _ 89

   ■ 회사 개요

·	설립	:	2016년
·	자본금	:	1억원
·	2017	매출액	:	4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70명
				-	관리직	5명,	파견직	15명,	도급직	50명
·	주	서비스
				-		공중위생관리	용역업
				-		근로자파견업
				-		건물(시설)관리	및	청소업
			

				-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	정비
				-		총무,	인사,	노무	채용대행	관리
·	주	거래처
				-		㈜연우,	㈜명성	
				-		㈜디엔텍,	㈜BCMK		
				-		㈜해인전자,	㈜RS	Korea
				-		인천광역시청,	인천도시공사
				-		공공전자입찰(나라장터)

㈜한올테크

대표자 이성자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51, 303호 
(십정동, 동화메디칼)

· 문의 전화 : 032-429-4481(代)
· 문의 메일 : leedb486@hanmail.net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서비스 강점

-	전문	인재의	신속한	써치	및	배치
-	전문	관리자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리스크	방지
-	관리시스템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
-	각	분야	전문	인재	데이터베이스	다량	보유
-	사후관리를	통한	직원	업무능력	강화

  ■ 연혁 및 상훈

-	2016년	3월	창업
-	공중위생관리용역	허가
-	파견근로	허가
-	공공전자입찰등록
-	건물(시설)관리용역
-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	정비

   ■ 회사 개요

·	설립	:	1986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40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2,030명
				-	관리직	57명,	파견직	730명,	도급직	1,243명
·		지사	:		평택,	수원,	안양,	인천,	천안,	대전,	일산,		

부산,	보령,	청주,	부안
·		관계사	:		㈜한진테크,	㈜에프엠앤에스,	㈜네트론,	

한진리크루트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생산,	물류도급
				-		판매판촉,	서비스도급
				-		청소,	경비업
				-		채용대행,	헤드헌팅
·	주	거래처
				-		롯데백화점	
				-		동원F&B
				-		종근당
				-		아모레퍼시픽
				-		양지사

  ■ 서비스 강점

-	30년	인적자원의	차별화된	데이터베이스
-		서울본사	외	전국9개지부	운영을	통한		
전국적	네트워크

-	전문	관리자를	통한	전략적	아웃소싱	운영
-	휴먼시스템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
-		4개의	계열법인(파견,	건물관리,	제조)을	통한		
토탈	HR서비스

  ■ 연혁 및 상훈

1986.	한진상사	설립	
1991.		유한회사	한진협력	설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증)	
2003.	㈜한진스탭스	상호변경	
2004.		㈜한진테크	계열법인	설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2009.	㈜한진스탭스	사옥이전		
2010.	㈜에프엠앤에스	법인설립
									(건물종합관리	및	시설경비용역업	허가)
2012~2016.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	선정

㈜한진스탭스

대표자 이행수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29가길 15-1  
한진빌딩 (대림동)

· 홈페이지 : www.hstaffs.co.kr

· 문의 전화 : 02-842-1373(代)
· 문의 메일 : hresume@hstaffs.co.kr

질(質)과	양(量)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달리는	한진!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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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4년
·	자본금	:	3억원
·	2017	매출액	:	56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2,235명
				-	관리직	35명,	파견직	350명,	도급직	1,850명
·	지사	:	영남본부,	대구,	부산,	충청,	제주

·	주	서비스
				-		경비업
				-		위생관리용역업
				-		호텔아웃소싱
				-		인력파견업
				-		특수경비업
·	주	거래처
				-		현대백화점
				-		현대그린푸드
				-		CJ프레쉬웨이/아라마크
				-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
				-		삼양식품

  ■ 서비스 강점

-		고객사의	다양한	요청에	즉각	응대할	수	있는		
능력보유

-	각	분야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우수인력	확보
-	각	부문의	걸친	Know-How	축적
-	직무별,	계층별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업무통합	전산망(ERP	System)	구축

  ■ 연혁 및 상훈

2005.		현대백화점	수도권	7개점	영남3개점		
미화/보안	도급계약

2011.	마사회	직원,	고객식당	운영	도급계약
2012.		부산	IBIS	호텔	통합	아웃소싱	

(HK.Steward,	Public)
2013.		2013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대상	수상
2013.	CJ프레쉬웨이	단체급식	파견계약
2014.	아라마크	단체급식	계약	
2015.	해운대	CC	도급계약체결

㈜현대에쓰앤에쓰

대표자 이재욱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86번지  
광희빌딩 1층

· 홈페이지 : www.h-sns.com

· 문의 전화 : 02-739-6643(代)
· 문의 메일 : swyun@h-sns.com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기업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00년
·	자본금	:	1억원
·	2017	매출액	:	6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300명
				-	관리직	10명,	파견직	290명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페이롤
				-		채용대행
				-		아웃소싱

·	주	거래처
				-		SK텔레콤
				-		SK네트웍스
				-		한국증권금융
				-		SK플래닛
				-		OCI

  ■ 서비스 강점

-	기업윤리	존중
-	전문인력	투입
-	적극적인	업무수행
-	추가적인	제안활동
-	혼신의	열정

  ■ 연혁 및 상훈

2000.	주식회사	휴로넷	법인설립	
2000.	SK텔레콤	파견계약	체결
2003.	SK텔레콤	베스트	파트너상	수상
2006.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CS센터	도급계약
2008.	SK네트웍스	파견계약
2010.		서비스에이스,	서비스탑	계약	

(파견	및	채용대행)
2014.	LG	U+	채용대행	계약

㈜휴로넷

대표자 양정열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9층 915호 
(여의도동, 정우빌딩)   

· 홈페이지 : www.huronet.co.kr

· 문의 전화 : 02-780-9595(代)
· 문의 메일 : ssslions@hanmail.net

Quality ,	 Early ,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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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96년
·	자본금	:	1.5억원
·	2017	매출액	:	15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650명
				-	관리직	15명,	파견직	455명,	도급직	180명
·	지사	: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일산,	과천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
				-		시설관리/보안/미화
				-		물류센터	도급
				-		고객센터	도급
				-		채용대행
·	주	거래처
				-		현대자동차	
				-		한전kdn
				-		남해화학
				-	한국화훼농협
				-		페코텍

  ■ 서비스 강점

-	20년	전통의	노하우
-	차별화된	인재관리	서비스
-	고객만족	마인드	및	신뢰성
-	각	분야	방대하고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보유
-	향상된	복지서비스에	따른	근속률	향상

  ■ 연혁 및 상훈

1996.	설립	및	근로자파견서비스	시작
2000.	전산시스템	구축
2002.	전국	네트워크	구축
2003.	국민카드	고객센터	도급
2005.	현대자동차	근로자파견	계약
2008.	아웃소싱서비스	경영만족대상	수상
2010.	현대자동차	우수협력사	선정	
2014.	관악세무서	모범납세자	선정

㈜휴먼네트워크

대표자 이시연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92-2  
대림하우스 501호

· 홈페이지 : www.humannetwork.co.kr

· 문의 전화 : 02-567-7511(代)
· 문의 메일 : hunet77@daum.net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1998년
·	자본금	:	5억원
·	2017	매출액	:	15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495명
				-	관리직	15명,	파견직	180명,	도급직	300명
·	지사	:	경기,	이천,	대전,	부산
·		관계사	:	삼성전기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헤드헌팅
				-		사무도급
				-		생산도급
				-		물류도급
·	주	거래처
				-		삼성전기
				-		삼성에버랜드
				-		르노삼성자동차
				-		콘티넨탈
				-		동국제강

  ■ 서비스 강점

-		전국	네트워크	망을	통한	전문	인재의	신속한		
서치	및	배치

-	전문	관리자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리스크	방지
-	선진	채용	시스템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사무/생산/물류	분야	전문	인재	데이터베이스	확보
-	사후관리를	통한	직원	업무력	강화

  ■ 연혁 및 상훈

2015.	르노삼성자동차	연구소	도급계약	체결
2014.	MBC	세트설치	도급계약	체결
2013.	삼성에버랜드	도급계약	체결
2004.	콘티넨탈/동국제강	도급계약	체결
2002.	르노삼성자동차	도급계약	체결
2000.	삼성전기	도급계약	체결
1998.	휴먼뱅크	설립,	경기지사/대전지사	설립

㈜휴먼뱅크

대표자 윤우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95번길 20-3,  
4층(권선동, 두성빌딩)

· 홈페이지 : http://www.humanbank.co.kr

· 문의 전화 : 031-225-6453(代)
· 문의 메일 : hmbank@hanmail.net

인재의	소중함을	아는	기업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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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13년
·	자본금	:	2억원
·	2017	매출액	:	22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80명
				-	관리직	6명,	파견직	10명,	도급직	64명
·	지사	:	청주

·	주	서비스
				-		인재	파견
				-		경비	용역
				-		청소	용역
				-		건물관리	용역
				-		생산	도급
·	주	거래처
				-		우진플라임
				-		보텍스
				-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		오피스알파
				-		지학사

  ■ 서비스 강점

-		고객사별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	신속한	인력	배치와	사후관리
-	맞춤식	서비스를	통한	파트너쉽	구축
-	시스템	관리를	통한	업무도급	강점
-	생산별	공정	단위의	도급	라인	구축	가능

  ■ 연혁 및 상훈

2013.	건물관리	사업	개시
2014.	경비,	청소,	소득,	인재파견	사업	개시
2015.	생산도급	업무	개시
2016.	청주지사	설립

㈜휴먼솔루션

대표자 이승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405호
· 홈페이지 : www.humansolution.co.kr

· 문의 전화 : 031-812-3787(代)
· 문의 메일 : hms201301@naver.com

긍정의	에너지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업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11년
·	자본금	:	2억원
·	2017	매출액	:	135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900명
				-	관리직	12명,	파견직	350명,	도급직	538명
·	지사	:		대전지사(042-626-1970)외	2개	지사,		

5개사무소
·		관계사	:		㈜케이디씨,	케이디씨네트웍스㈜,		

아이스테이션㈜,	바른전자㈜,		
에이치엠유통㈜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아웃소싱(도급/용역)
				-		건물종합관리
				-		인사컨설팅
				-		헤드헌팅
·	주	거래처
				-		CJ	푸드빌,	씨제이프레시웨이
				-		이랜드리테일
				-		빙그레
				-		효성
				-		진합	외	40여개	사

  ■ 서비스 강점

-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아웃소싱분야에서의	축적된	Know-How
-	현장접점	위주의	운영관리
-	고객사의	문제점	해결	및	가치창출	지원
-	미래지향적인	전문	인력	양성

  ■ 연혁 및 상훈

2011.	케이디씨그룹	분사
2011.	(주)휴먼스텝스	법인설립
2012.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인사컨설팅		

협력사	선정
2015~2016.	아웃소싱	100대기업	선정
2016.	자본금	변경	(증액)
201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우수기업	인증	및	MOU체결
2017.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

㈜휴먼스텝스

대표자 이명진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903호 
(대륭포스트타워 1차)

· 홈페이지 : www.humanstaffs.co.kr

· 문의 전화 : 02-596-0100
· 문의 메일 : jyjj@humanstaffs.co.kr

정확한	업무시스템,	전문화된	조직구축,	
차별화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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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2005년
·	2017	매출액	:	140억원	(예상	매출)
·	직원현황	:		총	274명
				-	관리직	10명,	파견직	50명,	도급직	214명
·	지사	:	경남양산,	김해
·		관계사	:	㈜파트너스코리아,	㈜에임

·	주	서비스
				-		근로자파견사업	
				-		제조도급
				-		위생용역
				-		시설경비업
				-		기계설비청소업
·	주	거래처
				-		삼성전기㈜
				-		CJ대한통운㈜
				-		인터파크㈜
				-		삼성정밀화학㈜
				-		CJ제일제당	CJ	E&M

  ■ 서비스 강점

-	업무의	시스템화로	최적화	관리
-	질적	차별화	관리
-	고객	중심화	관리

㈜휴먼인프라

대표자 차동현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116. 4, 5층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45-3)

· 문의 전화 : 051-558-0042/3(代)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05년
·	자본금	:	6억원
·	2017	매출액	:	280억원
·	직원현황	:		총	1,100명
				-	관리직	35명,	파견직	250명,	도급직	815명
·	지사	:	부산,	전주
·		관계사	:	㈜모스트피플

·	주	서비스
				-		판매도급
				-		물류도급
				-		인재파견
				-		채용대행
				-		시설종합관리
·	주	거래처
				-		현대자동차
				-		아디다스코리아
				-		만도
				-		LG생활건강
				-		LG전자

  ■ 서비스 강점

-	합법적인	도급업무	구현
-	결원율	1%미만	실현
-	전국적인	네트웍으로	동시진행	가능
-	사후관리	및	R&D에	역점
-	D/B	및	노하우	활용	가능

  ■ 연혁 및 상훈

2008.	계열사	모스트피플	M&A		
2009.	현대자동차	계약	수주
2010.	LG생활건강	계약	수주
2011.	아디다스코리아	계약	수주
2012.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	대상	수상	

(판매	판촉분야)	
2012.	ISO품질경영	시스템인증
2013.	LG전자	계약	수주
2015.	두산전자	계약	수주

㈜휴먼프라임

대표자 신효휴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804호 
(성수동1가, 서울숲IT캐슬)

· 홈페이지 : www.humanprime.com

· 문의 전화 : 02-2261-2091(代)
· 문의 메일 : chm1341@naver.com

더불어	함께	하는	삶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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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개요

·	설립	:	1980년
·	자본금	:	10.5억원
·	2017	매출액	:	633억원
·	직원현황	:		총	약	2,000명
				-	관리직	40명,	파견직	20명,	도급직1,940명
·	지사	:	영남,	제주

·	주	서비스
				-		건물시설관리서비스
				-		건물위생관리서비스
				-		시설경비서비스
				-		근로자파견서비스
				-		주차관리/안내서비스/시설공사	
·	주	거래처
				-		롯데월드타워
				-		롯데쇼핑
				-		롯데마트
				-		호텔롯데
				-		국회청사	외	공공기관	다수

  ■ 서비스 강점

-		국내	최고층	빌딩	및	주요	건물	OPEN	및		
관리운영	실적	보유	

-		국내/외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파트너십	유지를	통한	지속	성장

-		기업신용평가등급	A등급	이상	및	자가	사옥	보유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		영남지사,	제주지사	및	전국	사업소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원활한	소통	가능

-		자제적	점검	프로세스	및	직무/CS	등		
체계적	교육	시스템	보유

  ■ 연혁 및 상훈

1980.	고개발	주식회사	설립
1995.	부산지점	등기
1997.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	본사사옥	이전(창전동)
2000.	제주지점	등기,	ISO/KSA	9001:2000인증
2004.	ISO/KSA14001:2004인증
2008.	상호	및	CI	변경(구	대고개발	→	휴:콥)	
2010.	한국폴리텍대학III	산학협력교류	체결
2011.	이랜드	신규	우수협력업체,	근로자파견업	취득
2012.	지식경제부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선정
2014.	협회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2015.		한국전력	김천사옥,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	인

㈜휴:콥

대표자 김경숙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6길 8
· 홈페이지 : www.hucorp.co.kr

· 문의 전화 : 02-338-1303(代)
· 문의 메일 : ruddla1904@hucorp.co.kr

인간	중심의	경영

▶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회사 개요

·	설립	:	2005년
·	자본금	:	3억원
·	2017	매출액	:	110억원
·	직원현황	:		총	400명
				-	관리직	6명,	파견직	40명,	도급직	354명
·	지사	:	충주,	김포
·		관계사	:		㈜휴플러스엠,	㈜HPS경영컨설팅,		

㈜해피트라이브엔터테인먼트

·	주	서비스
				-		인재파견
				-		아웃소싱(도급)
				-		생산도급
				-		건물종합관리
				-		HR컨설팅
·	주	거래처
				-		관공서
				-		금융권(증권사)
				-		패션유통회사
				-		전자제품제조회사
				-		초·중·고등학교	시설관리
				-		공동주택	다수

  ■ 서비스 강점

-	지역사회	기반으로한	최우수	아웃소싱기업
-	충분한	인적자원DB로	신속한	인력	수급
-	밀착형	관리로	거래처	일일	방문	원칙
-	인사·노무	전문가에	의한	차별화된	관리
-	거래처	HR컨설팅	지원
-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경기지부	이사

  ■ 연혁 및 상훈

2005.	위생관리업	허가	취득
2006.	근로자파견사업허가취득

2006.		경영지도사	자격증	취득(인사관리)
2007.		경비업	허가	취득
2009.	㈜HPS경영컨설팅	계열법인	설립		
2012.	대한민국	아웃소싱	서비스	100대기업	선정
2012.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	대상	수상	

(건물관리분야)
2014.	김포지사	설립
2014.	㈜휴플러스엠	계열	법인설립
2014.	중소기업청장	표창-HPS경영컨설팅
2014.	경찰청장	감사장
2015.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컨설팅기관선정

㈜휴플러스

대표자 정해정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동 1008호

· 홈페이지 : www.huplus.in

· 문의 전화 : 031-730-0661(代)
· 문의 메일 : jhj9293@nate.com

도전!	신뢰!	그리고	감동을	주는	회사!

▶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 참여
▶ 법정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참여

도장	수임
2016.		롯데월드타워(초고층빌딩	/	신규	OPEN),		

국회청사	수임
2017.		평창동계올림픽(시설관리),	서울고등검찰청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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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회원사 리스트

구분 회원사 대표자

ㄱ ㈜거성지엠에스 양봉조

곰두리종합관리
이대열,
하무희

공공노무법인	강남지사 윤영득

공인노무법인 강낙원

구건서	노무사 구건서

㈜국제기획컨설팅 김판수

㈜그린맨파워 오진일

㈜글로벌 우영훈

ㄴ 나사산업안전㈜ 문영덕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이승연

노무법인	공명 한보상

노무법인	라이온노무컨설팅 이용희

노무법인	서원	관악지사 방미진

노무법인	오름 김용호

노무법인	조율 최재도

노무법인	한수 박진호

노무법인	화답 최재호

㈜뉴야베스 이수섭

ㄷ ㈜다산엠피에스 임용택

㈜다우리잡 남순택

㈜대경스마트파트론 김형찬

대륙산업인력 김미은

구분 회원사 대표자

ㄷ 대성글로벌네트웍㈜ 백창기

㈜대신 정우영

㈜대신산업관리 김세욱

㈜대한 이수정

주식회사	더그린 이정진

㈜덕산 김정미

㈜디오산업개발 지영규

ㄹ ㈜라인비즈 조광호

㈜리더스에이치알코리아 황성진

ㅁ ㈜마루에이치알 박종필

맥노동법률사무소 백철우

㈜맥앤스탭스 박홍언

㈜맨테크윈 김정식

㈜맨토스파워 최영은

㈜맨파워코리아 문용기

㈜미디어윌네트웍스 공선욱

㈜미래가이드 김상성

㈜미래파워테크 김달효

ㅂ ㈜벨	에스엠 이수한

보보스링크㈜ 홍형표

㈜브라운네트웍스 손유성

ㅅ ㈜사람과기술 지용

㈜삼구아이앤씨 구자관

㈜삼구에프에스 한승청

  2018 회원사 리스트  

구분 회원사 대표자

ㅅ ㈜삼구이엔엘 김정화

삼신테크㈜ 신동익

삼영물류㈜ 이상근

서운에스티에스㈜ 박영상

㈜서울커뮤니케이션 강건식

서한기업㈜ 정정부

스마트에이치알컨설팅 송영표

㈜스탭솔루션 임광주

스탭스㈜ 박천웅

신우산업관리㈜ 전용수

㈜쓰리에스포유 우상욱

㈜씨앤에이 김현호

ㅇ ㈜아데코코리아 손상혁

㈜아람인테크 이서윤

㈜아리오 이인희

㈜아린 김희수

아산맨파워㈜ 안상준

㈜아워잡 강진구

아이비커리어㈜ 황인범

안국	노무법인 고헌영

㈜어울림에이치알에스 이승원

㈜에스앤씨서비스 성혁

㈜에스이엔씨 김형규

㈜에스코리아 정대용

구분 회원사 대표자

ㅇ ㈜에이스테크 김남빈

㈜에이원시스템 강철재

㈜에이젝코리아 손윤철

㈜에이치알메이트 이종수

㈜에이치알비엠에스 정화영

㈜에이치알엔 성백우

㈜에이치앤아이컨설팅 황성진

㈜엔잡얼라이언스 서춘현

㈜엠비모스트 천효규

㈜엠서비스 박주상

㈜엠앤비 박태순

㈜예스콘씨에스 이영래	

㈜예스콘컨설팅 김창수

㈜오케이기획 용춘택

㈜용진하이테크 김규원

주식회사	우노아이 조희원

주식회사	우림테크 문정환

㈜워크존 최현태

㈜원서버 이형근

주식회사	위드굿피플 김백수

㈜위드인 전재욱

㈜윌앤비전 이화택

유니스텝스㈜ 이용훈

㈜유니에스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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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회원사 리스트  2018 회원사 리스트

구분 회원사 대표자

ㅇ ㈜유안에이치알 신현욱

주식회사	유현글로벌 이경환

㈜이스탭 제강호

㈜이젠코리아 이상훈

이케이맨파워㈜ 김동규

㈜인사이드잡 최윤석

㈜인터비즈시스템 이동환

인터코리아맨파워시스템㈜ 양무승

㈜인투잡	 조현태

㈜인풍코리아 심재은

ㅈ 주식회사	잡스북 이원철

㈜잡앤잡 최지희

㈜잡파크 안한진

㈜제니엘 박인주

㈜제니엘휴먼 정태훈

주식회사	제이민코퍼레이션 민준

㈜제이앤 정재희

㈜제이앤비맨파워 박흥서

㈜제이앤비컨설팅 이수연

㈜제이앤피21 박인성

㈜제이엔알써비스 정세영

제이엠피코리아㈜ 노수열

㈜제일비엠시 김정현

㈜제일휴먼스 김금숙

구분 회원사 대표자

ㅈ 지엘코아 김현철

지정노무법인 이황구

㈜지텍에이치 김세철

주식회사	진명제이엠 박성열

ㅊ ㈜천하에이치알서비스 서경미

㈜쵸이스맨파워 이태호

ㅋ ㈜카와 이생구

㈜커리어넷 강석린

커리어매니지먼트㈜ 이대성

㈜커리어휴먼 김미영

주식회사	케이웍스코리아 오순근

케이텍맨파워㈜ 박영진

코세스코리아㈜ 백봉현

㈜코아서브 한재만

크레돈㈜ 이상범

ㅌ ㈜태광개발 김희준

㈜태평양테크 정용복

㈜토탈에스이엠시스템 박인애

㈜티오에스코리아 이승우

㈜티이에스 이봉주

ㅍ ㈜퍼스트인 이일기

㈜페이롤플러스 황정덕

편리한잡㈜ 오정석

㈜포맨파워 이수광

구분 회원사 대표자

ㅍ 프리머스에이치알㈜ 강석린

㈜피플씨앤에스 윤재로

ㅎ 하나에프앤에이㈜ 최태영

㈜하나인뱅크 조준규

㈜하이맥스컨설팅 서화덕

㈜한국고용정보 손영득

㈜한국기업정책연구원 류시윤

주식회사	한봄 최희정

주식회사	한올테크 이성자

㈜한진스탭스 이행수

㈜현대에쓰앤에쓰 이문희

㈜휴:콥 김경숙

주식회사	휴너자이저 하현오

㈜휴로넷 양정열

㈜휴먼네트워크 전영진

㈜휴먼네트워크 이시연

㈜휴먼뱅크 윤우준

㈜휴먼솔루션 이승재

㈜휴먼스텝스 이명진

㈜휴먼아이티 박종복

㈜휴먼앤휴먼 송근장

㈜휴먼인프라 차동현

㈜휴먼프라임 신효휴

㈜휴비즈넷 양병만

구분 회원사 대표자

ㅎ 휴스존㈜ 김재숙

㈜휴엔 김창주

㈜휴플러스 정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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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HR서비스 사용사를 위한 

KOHRSIA 회원사 가이드
BEST HUMAN RESOURCE 
SERVICE COMPANY GUIDE

기업명 대표자 협찬금

㈜삼구아이앤씨 구자관 200만원

케이텍맨파워㈜ 박영진 150만원

㈜제일비엠시 김정현 100만원

보보스링크㈜ 홍형표 30만원

㈜에이젝코리아 손윤철 30만원

㈜아람인테크 이서윤 10만원

㈜서울커뮤니케이션 강건식 10만원

제작 협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