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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genda 

Global 채용 Trend 

국내 채용 vs Global 채용 

How To Global Recru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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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채용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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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환경 변화 

Board/e-mail Employer Local 

83% / 64%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 
미국 스마트폰 보급률 

1525%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Mobile data 사용증가율 

77% 
미국 인사담당자 중 채용 
시 SNS 활용자 수 
          Source : SHRM 

0.97   2.44 억명 
2010년에서 2015년 
글로벌 SNS 사용자 수 
 

2017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42.9% 
특정직무 인재 부족 –
사람인 설문 조사, 2014 

27.2% 
국내 50인 이상 기업 중 
해외 진출 기업 - 2013년 

140만명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 
2014년, 통계청 

Social Applicant Global Mobile 

Web 

Source : www.statista.com/ 

Source:  med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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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채용 트렌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3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채용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직무 적합성 
향상 

채용 = 마케팅 

소셜 및 개인 
네트워크 

수동적인  
지원자의  
소싱 

기업의 고용 
브랜드 향상 

자료출처 : “US 채용 트랜드 - 2015년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채용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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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alent의 채용은 여전히 어렵다. 

Hiring top talent remains critical 

의 고용주들은 인재의 부족이 고객 만족도를 
충족시키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한다. 54% 

CEO들은 인재 부족에 대한 해결이 그들의 
우선순위 리스트 #1으로 응답 했다. #1 

의 조직에서는 인재 채용을 그들의 HR Top 
Priority라고 생각 하고 있다. 57% 

Source: ManpowerGroup: Talent Shortage Survey 2013 | Aberdeen Human Capital Management 

Trends – 2013 | Predictions for 2014, Bersin by Deloitte, Dec. 2013 

 

 

73% 

86% 

92% 

18~34세의 구직자 그룹이 대부분이 Social 
Network를 통해 Job을 찾고 있다 

의 Career site 방문자는 채용 프로세스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site를 떠난다. 

의 구직자는 Smart Phone을 통해 채용 공고를 
검색 한다고 응답했다.  

Source: Aberdeen survey of North American Active Job seekers 2013 | CEB Help 

Desk Benchmark Database, IT Performance Benchmarking  2013 | theundercoverrecruiter.com  2014 

 

Hiring top talent remains critical 
…but, the game has changed, and it’s 

harder than ever 

Not Enough Candidates  Not Enough Quality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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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ruiting Game Has Changed 

Social Network Mobile  Various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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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용 vs Global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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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용 vs 해외 채용 

Culture 

기업환경 

채용 Process 

채용 Trend 

지원자 성별/사진/나이/종교 등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 입력 X 

사업 영역이 Global 전역에 위치 
 - Language 
 - 국가별 Compensation Package 
 - 국가별 채용 인원의 Diversity에 따른 세제 해택 
 - 국가별 제출 서류 상이 

지역별/직무별로 채용 프로세스 별도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음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에서 국내와 해외의 Operation 방식이 다름 

채용의 전체 Process중 일부 영역을 3rd party 업체에 맡기는 경우 
가 많음 
 - Sourcing/Background Check/Reference Check etc. 

HQ에서 전 해외 계열사의 채용에 대한 분석을 위한 정보를 관리  

Employment Brand / Mobile / After Recruiting Process  

국내 채용과 해외 채용은 각 나라의 문화와 기업환경, 최근 채용 Trend에 따라 채용 프로세스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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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용 vs 해외 채용 
국내채용은 상/하반기 대량 공채 중심의 채용 위주이며, 해외 채용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 Position base의 수시 채용 위주로 
진행 됨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신체검사 

합격자통보 

경로 : 기업별 채용사이트/채용board 
기준 : 기업별 서류기준에 따른 합불  
      -> 학교점수/어학/전공/학점… 

인적성 Test : SSAT/DCAT  
직무별 Test : 직무 필기 
실기 Test : 코딩 Test 등 

1차 : 직무면접 
2차 : 실무진 면접 
3차 : 경영진 면접 

1차 : 직무 면접 
2차 : 합숙 면접 
3차 : 경영진 면접 

기업별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통보 

홈페이지 개시 및 개별 SMS/메일/유선 통보 
By 인사팀 채용 파트 

서류전형 

면접전형 

Offer 

On Boarding 

1차 : 실무진 면접 
2차 : 팀장 면접 
3차 : Region 면접 

4차 : 인사팀 면접 
5차 : …. 
6차 : … 

경로 : 직원 추천/채용Board/SNS/기업사이트 
기준 : Resume상 경력 / 추천 사유.. 

Background 
Check 

Reference 
Check 

신체검사 

On-Boarding 
신입 : 기업별 집합 교육(합숙 위주) 
경력 : 사내 OJT / 집합 교육 

Resume 기재 사항에 대해 검증 

기업별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통보 

직원의 지인에게 직접 Reference Check 

처우 협상 

기업별 On-Boarding Site에서 진행 

국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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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별 Global Company의 채용관리 현황 
다양한 사업 영역의 Top 회사 대부분이 Global Career Site를 운영하고 SNS를 활용한 채용관리 

11 

사업 
영역 

회사 
Global  
채용
Site 

Social  
Network 

소매 사용중 

금융 사용중 

여행/ 
항공 

사용중 

IT 사용중 

생산& 
에너지 

사용중 

헬스 
케어 

사용중 

BMW Group 

지역/직무/고용유형
별 채용 공고 조회 

공고별 정보 상세 -  
SNS 을 이용하여 

정보 공유 

채용사이트 지원/ 
LinkedIn과 연계하여 

입사 지원 

수시 채용 공고 SNS 활용 지원 

Intel 

지역/직무/고용유형
별 채용 공고 조회 

키워드 검색 

공고별 정보 상세 -  
SNS 을 이용하여 

정보 공유 
Resume upload 제공 

카타르 항공 

직무별/고용형태/조
직별 등으로 Current 

Opportunity 조회 

공고별 정보 상세 -  
SNS 을 이용하여 

정보 공유 

Pre-Screening 
Question/Key Skill 등  
입사지원서 형태로 

입사 지원 

Oracle 

지역/직무별 채용 
공고 조회 

키워드 검색 

공고별 정보 상세 -  
SNS 을 이용하여 

정보 공유 

채용사이트 지원/ 
Yahoo와 연계하여 

입사 지원 

https://www.healthnet.com/portal/member/home.do?reentry=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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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현재 Global 채용 현황은? 

Sourcing 

Recruiting 

On boarding 

회사 채용 홈페이지  
(국내 사이트 번역) 

현지 Off-line 중심의 
Recruiting 활동 

현지 헤드헌터 활용 

낮은 Social Network 
활용도 

기업 인지도 제고 필요  

한국형 채용 프로세스 
불투명한 현채인 채용 

정보 / 검증 

국가별 법적 사항 대응 
미비 

채용 프로세스 효율화 
필요 

기업 문화 중심의 입사 
교육 도제식 직무 교육 

장시간 소요 
효율성 낮음 

낮은 고용 브랜드 

홈페이지 중심의 채용 소싱 채널 

복잡한 입사 지원서 및 채용 프로세스 

각 국가의 Regulation 준수 어려움 

채용 분석을 위한 기반 미비 

글로벌 채용 현실과는 맞지 않는 채용 프로세스 

채용 채널 다양화 
글로벌 채용으로의 

전환 
한국형 채용  

프로세스에서 탈피 

 Global 채용 
Regulation / 

Compliance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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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Global Recru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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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채용 전략 달성을 

위한 6 단계 

1 

2 

3 

4 

5 

6 

Global 
 

Recruiting 

Reporting & 

 Analytics 

Recruiting  

Marketing 

Social  

Network 

Referrals 

Pipelines / 

Operation 

On Bo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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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ing 
 

 

 

 

is 
Marketing 

 

 

 

Step 1. Recruiting is Marketing 
Recruiting  

Marketing 

Q
u

al
it

y 
o

f 
A

p
p

lic
an

t 
P

o
o

l 

브랜드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 

기본적인 브랜드 
관리를 수행 
하는 기업 

높은 수준의 
기업 브랜드를 
수행 하는 기업 

(Appealing ) (Influential) (Unmanaged ) 

적극적으로 기업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양질의 지원자를 
약 4배 확보 하고 있음  

Source : CEB 2014 Employment Branding Effectivenes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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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채용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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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별 채용 
공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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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별  
채용 마케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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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ing 
 

 

 

 

is 
Social 

 

 

 

Step 2. Recruiting is Social 

Social  

Network 

73% 
의 채용 담당자가 Social media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해 본적이 있다. 

94 % 

52% 

66% 

지원자 찾기 

인재풀 형성 

채용 공고 

기업 브랜드 제고 

채용 공고 

직원 추천 채용 

기업 브랜드 제고 

직원 추천 채용 

채용 공고 

95% 

95% 

93% 

44% 

39% 

32% 

59% 

51% 

48% 

Source : Social Recruiting Survey Result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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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포탈과  

기업 SNS연계 



Copyright ©  2015,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Oracle Confidential – Internal/Restricted/Highly Restricted 21 

SNS를 활용한  
채용 공고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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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very Employee is Ambassador 

7x 
일반 Job board에서 
지원한 지원자보다 
채용까지 연결된 
경우가 7배   

50% 직원 채용 시  
비용 절감  

1 

2 

3 

4 

5 

6 

3 

Every Employee 
 

 

is 
Ambassador 

 

 

 

Source:http://www.softwareadvice.com/hr/industryview/social-media-dominates-recruiting-channels/ 

Refer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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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의  
채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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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ing  
 

 

 

 

is 
Sales 

 

 

 

Step 4. Recruiting is Sales 

SOLD! 

검증된  

영업 Pipeline 

제안서작성 

Solution  

Overviews 

Hires! 

검증된  

인재 Pipeline 

면접/Offer 

입사 지원 
유도 

인재 Pipeline 핵심인재 Pool 채용 Operation 

Pipelines /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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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지역별 
인재 Pool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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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In과 
통합되어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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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In 정보 
자동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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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인재소싱, 지원자, 전형관리, 온보딩에 이르는 채용의 전과정에 걸쳐 스마트한 기능과 UI를 제공, 고객 고유의 최
적 채용 환경을 구현 합니다. 지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군데 이상의 3rd party 채용 partner와 통합 되어 있어 채용 
사이클을 지원 합니다. 

Global 채용을 위한 채용 프로세스   

공고 템플릿 

인재 모집 

Social  Sourcing 승인 체계관리 메일 템플릿 Smart Org 

Job 
Posting 

모바일 

Background 
Check 

W-4 Forms 
I-9 Processing 

Assessment 
Tax  

Screening 
 

Sourcing  
media service 

채용공고 관리 면접 관리 온라인 Offer 온 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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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ing  
 

 

 

 

is 
On boarding 

 

 

 

Step 5. Recruiting is On boarding 

Cost Saving 
Global On 
boarding 

Consistency 

4% 의 직원은 악몽같은 

첫날을 보낸 후 퇴사 

22% 의 직원은 

입사후 45일 안에 퇴직  

• 직원의 회사 적응 
관련한 비용 절감 
• 신규 입사자가 회사 
에 기여하는 시간 단축 

• On Boarding 교육 
 

• Tracking & 
Measurement 

• 일관된 회사의 
메시지&Branding 
 

• Legal Risk 감소 

On Boarding 

Source:http: Bersin by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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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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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별 
진행 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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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ing  
 

 

 

 

is 
Analytics 

 

 

Step 6. Recruiting is Analytics 

채용 통계 및 분석 정보 

• 신입사원 유지률 
• 채용공지별 진척률 
• 신규 입사자 인원 추이  
• 채용 소요 시간 분석 
• 채용 방법별 신규직원 유지율, 평가등급 
• 핵심인재보유율 
• Offer 제안 대비 수락/거절 비율 및 사유 

• 채용 담당자별 채용 진척율 
• 채용 소요 비용 분석 
• 신규 입사자 퇴직율 
• 내부 채용 비율 
• 내부 추천 채용 비율 
• 채용 소스별 성과 추이 
• 공석대비 채용 계획 

Prebuilt Contents for HR 

•  HR에 특화된 다양한 인사 
Metrics 

900 Multi-Source Analytics 

•  Cross-Analytics : HR과 Finance
를 통합한 분석정보 제공 

Proven Result 

• 전세계 1000개 이상 구축 사례 보유 

Role based dashboard 

•  HR임원/각 부문별 임원/팀장 등 
역할별 인사 Dashboard 제공 

+ 
Reporting &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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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 채용 분석 Contents - 인력 채용 RoI, Quality of Hire, Time to hire, 전형 단계별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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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채널별 
지원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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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  
Head Count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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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Talent Acquisition Cloud 

인재 추천 

Job Sharing 

인재 커뮤니티 

인재  

모집 

채용 마케팅 

소셜 채용 

채용홈페이지 

인재 Pipeline 

핵심인재 풀 

Offer  

면접스케쥴링 

소셜정보 조회 

파트너 연계 

채용 

전형 

온보딩 신규사원 포탈 온라인 정보 관리 

Global  

Foundation 

분석 Contents 

법적사항 

Mobile 

언어 

A Complete Solution 

1 

2 

3 

4 

5 

6 

Global 
 

Recruiting 

Reporting & 

 Analytics 

Recruiting  

Marketing 

Pipelines / 

Operation 

On Boarding 

Oracle 
 

Talent 

Acquisition 

Cloud 

Social  

Network 

Refer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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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hoose Oracle Talent Acquisition Cloud? 

A Complete 
Solution 

Continued 
Innovation 

✓ 

✓ 

37 

The Market 
#1 Leader 

✓ Highly 
Configurable 

✓ 

Partner 
Eco-system 

✓ Complete 
HR Suite 

✓ 

Social Mobile 

Embedded  
Analytics 

Secur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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