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루트 그룹, 아시아 지역의 상용직 채용 및 이그제큐티브 서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외 브랜드 통합키로

상용직 리크루팅 서비스, 다양한 채용 필요에 부응하고 조직 리더십과 조직 지배구조
강화를 지향

도쿄 -- (BUSINESS WIRE) -- 리크루트 홀딩스(Recruit Holdings Co., Ltd./본사: 도쿄
지요다 구 소재/CEO 겸 대표: 미네기시 마스미)이 자사의 아시아 지역 100% 소유
자회사인 RGF 홍콩(RGF Hong Kong Limited/본사: 홍콩 소재/대표: 구즈하라 다카시)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임원에서 직원 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리크루트 서비스에
대한 조직상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모든 브랜드를 단일 형태로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 브랜드 통합 플랜

현재 7 개에 달하는 RGF 의 기존 브랜드가 RGF 이그제큐티브 서치, RGF 프로페셔널
리크루트먼트, RGF HR 에이전트 3 개의 서비스 브랜드로 통합될 예정이다.

각 서비스 브랜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RGF 이그제큐티브 서치: 이그제큐티브 서치 브랜드는 일차적으로 최고 경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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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 RGF 프로페셔널 리크루트먼트: 리크루트먼트 브랜드는 중간급 매니저에서 전문가
분야의 채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외국기업 및 현지기업들이
RGF 의 방대한 구직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지 직원, 이중언어 구사 직원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RGF HR 에이전트: 이 부문은 해외에 사무소를 둔 일본기업들을 위해 일본인
직원이나 일본어 구사 가능 직원들을 채용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일본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최적의 채용
후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RGF 홍콩의 대표인 구즈하라 다카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브랜드 통합 작업은 막대한 IT
투자에 더해서 모회사 리크루트 그룹의 전문지식과 60 년에 걸친 성공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RGF 의 경쟁우위를 크게 강화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또 다른 강점은 임원 및 전문가 직종에 대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아시아 전역에 걸쳐 이중언어 구사 인력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며 “이는 지난 20 여 년에 걸쳐 매입한 업체들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1300 명에 달하는 인력을 더욱 확대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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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리크루트(BRecruit), RGF HR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HR 서비스는
고급인력 컨설팅에 있어서 갈수록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확고한 우리의 네트워크에 더해서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브랜드 통합 작업은 고급인력
리크루팅 시장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의 이그제큐티브 서치 사업부 대표인 산제이 샤스트리(Sanjay R Shastry)는 “인도는
세계 최고로 역동적인 시장으로서 금융업, 인프라, 재생가능 에너지, 디지털 기술 등
분야에서 파괴적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기업들의 인력 확보와 경영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화, 예측
분석도구, 로보틱스, AI 등 기술은 기업조직 전반에 걸친 전문능력의 요구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다”며 “이는 리크루트 홀딩의 국제 리크루팅 사업에 있어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 시점에 계속 변화하는 기업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HR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리브랜딩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지역 사무소 대표인 존 터커(John Tucker)는 2018 년 1 월 1 일부로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대표 직을 맡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동남아시아·일본 지역 사무소 대표 존 터커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지역이라면
어디에서든 고객기업과 구직자들 모두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내 RGF 의 모든 비즈니스를 3 개의 매우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서비스 브랜드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 RGF 역사 및 상용직 채용 시장 동향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풀타임 직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RGF 는 리크루트
그룹 국제 사업의 일환으로 2006 년부터 상하이에서 일본어 구사 가능 직원 리크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 사업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RGF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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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에는 인도에서 손꼽히는 서치 회사의 프랜차이즈 회사를 인수했다. 개별 도시 및
국가에서 로컬 대 로컬 상용직 리크루트 시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회사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찾아 매칭시키는데 높은 성공을 거둬왔다. 현재 동사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네트워킹 능력에 더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온 현지시장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11 개국, 26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회사는
임원급에서 평사원에 이르기까지 4 만 명에 달하는 구직자들을 기업에 연결시킴으로써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리크루팅 서비스 제공업체로 평판을 쌓을 수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급속한 로컬화 경향과 로컬 기업들의
글로벌화 경향은 상용직 채용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직종이나 경력 연수와 무관하게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급에서
평사원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상용직 리크루팅 서비스를 통해서 RGF 는 국가와
도시의 경계를 초월하는 국제적 리쿠르팅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RGF 는
구직자와 직원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 모두를 위해 로컬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자사의
서비스 브랜드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RGF 는 이와 동시에 조직상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RGF 의 서비스를 개선할 경우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기업 채용담당자들이 가급적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최고의 인재를 발굴, 채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변화는 또한 구직자들이 국가와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회사명 변경

이번 브랜드 통합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6 개 회사(본사 및 일부 그룹 회사 포함)가
2018 년 4 월 1 일자로 사명 변경을 하게 될 것이다.

국가
홍콩 - 본사

현재 사명

2018 년 4 월 변경되는 사명

RGF Hong Kong Limited

RGF International Recruitment
Holdings Limited

인도네시아(자카르타) PT BO LE INDONESIA

PT RGF Executive Search Indonesia

말레이시아

BO LE ASSOCIATES SDN.

RGF Executive Search Malaysia Sdn.

(쿠알라룸푸르)

BHD

Bhd

태국
(방콕)

싱가포르
일본

Bo Le Associates
Executive Recruitment
(Thailand) Limited

RGF Executive Recruitment
(Thailand) Limited

RGF HR AGENT

RGF Talent Solutions Singapore Pte.

SINGAPORE PTE. LTD.

Ltd.

CDSi K.K.

(도쿄, 오사카)

RGF Talent Solutions Japan K.K.

리크루트 그룹(Recruit Group) 개요

1960 년에 설립된 리크루트 그룹은 기업과 소비자들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만들고
제공하는 일을 한다. 회사는 일본의 도쿄에 본사를 두고 HR 기술, 리크루팅 광고,
고용알선, 직원채용, 주택·부동산 소개, 결혼식 이벤트 주선, 여행, 다이닝,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리크루트 그룹은 60 개국 이상의 시장에서
4 만 5000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웹사이트

www.recruit-rgf.com

을

참조하도록

한다.

RGF

인터내셔널

리크루트먼트 비즈니스에 대해 보다 상세한 사항은 www.rgf-hr.com/을 방문하도록
한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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