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class 전문가 매칭 플랫폼

Why talentbank
기업의 모든 일을
정규직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공유경제 시대에는 전문 인력도 긱이코노미 형태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높은 고정 인건비, 고용 과정의 긴 Lead-time, Quality 이슈 등의
불편한 상황을 탤런트뱅크를 통해 해결하세요.

탤런트뱅크 전문가는
현장에서 직접 이슈를 해결합니다
탤런트뱅크 전문가 그룹은 Skill 중심의 프리랜서,
전략만 제시하는 컨설턴트와 다릅니다.
사업 및 프로젝트 이행 노하우와 구체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Top-class 전문가 그룹입니다.

About talentbank
기업고객에게 검증된 전문가를 연결해드리는
‘전문가 매칭 플랫폼’ 입니다
탤런트뱅크를 통해서라면 기업고객이 필요한 시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검증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실전 솔루션을 받아보세요
대기업 팀장 이상, 중소기업 임원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내부 인력이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으로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가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고

기업은 전문가에게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60%

2,000건

4,000명

탤런트뱅크 최초 이용 후

Project

탤런트뱅크가 인증한

Project 재의뢰율

누적 의뢰 건수

Top-class 전문가 수

이미 많은 기업이 탤런트뱅크를 통해 긱-이코노미(Gig-Economy) 형태의 고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Value
탤런트뱅크는 고객 경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5가지 경영 가치를 세웠습니다.

Project의뢰 시, 하루 만에도 원하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Reasonable

합리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Fast

기업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Project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 기간, 대금 등)

Professional

Customizing

서류 및 1:1 대면 인터뷰를 통과한
Top-class 전문가가 수준 높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Trust

업력 20여 년의 청렴한 교육기업
휴넷이 자신하는 긱-이코노미 플랫폼입니다.

Service process
탤런트뱅크 서비스 전반에서 탤런트뱅크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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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완료 및 평가

BD는 Project의 성공을 돕는 전담 파트너로 Project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선정하신 전문가와 계약 전 미팅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합니다.
계약 완료 후, 절차에 따라 Project가 진행됩니다. 에스크로시스템을 통해 예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분쟁 발생 시 중재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표 성공사례 Best Practice

프로젝트
Project 형태의 중·단기 과제를 수행합니다

영업기획팀 구축 및 온라인 로열티(DB) 마케팅 전략 수립
기업고객 이슈 및 요구

기간

6개월

근무형태

주2회 Half Day 근무

비용

총 2,100만원

기간

3개월

근무형태

월 2회 3시간 근무

- 기존 휴면 고객과 충성도 낮은 고객 대상 영업 확대 및 B2B 고객 확대 전략 필요
- 기존고객 재발굴을 위한 영업기획팀을 신설하며 이 팀의 운영 방향 제시
- B2B 영업 채널 기획, CRM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필요

전문가 매칭 성과
- OK Cashbag 외 로열티 마케팅을 통해 사업 활성화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매칭
- 신규 영업기획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R&R 및 업무 Process 전수
- 기존 고객 DB 분석을 통한 DB마케팅 전략 수립 및 대기업 B2B 리드 확보 방안 제시

메디컬 중견사 연구개발 국가과제 신청
기업고객 이슈 및 요구
- 치과용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
- 제품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 연구과제 신청 및 획득을 지원해 줄 전문가 필요

전문가 매칭 성과
- 치과분야 R&D 위탁책임자 경험 및 국가R&D과제 평가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매칭
- 치과용 제품 개발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며 국가과제 자료까지 작성
- 국가과제 신청 후 획득 완료

+ 질의응답 메일 답변
비용

총 1,700만원

대표 성공사례 Best Practice

프로젝트
Project 형태의 중·단기 과제를 수행합니다

3PL Warehouse 효율화 및 매장 Inventory 관리
기업고객 이슈 및 요구

기간

2개월

근무형태

수시 협의

비용

총 1,000만원

- 수입물량 증가, 유통채널 다양화, 직배송 증가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가
- 물류센터 비용 효율화 및 엄격한 재고 관리 방안이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필요

전문가 매칭 성과
- 3PL네트워크가 풍부한 대기업 25년 경력의 유통•물류 솔루션 전문가 매칭
- 기존 물류센터 평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물류센터 업무 효율화 및 delivery 품질/정확도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

더 많은 성공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홈페이지>Project 성공사례>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토탈가구 디자인 스타트업 v-CFO 초빙

4개월

주2일 full-time

총 1,600만원

[가전]

종합 가전회사의 브랜드 구축

3개월

재택근무+주2회 미팅

총 1,500만원

[IT]

콜센터 운영 체계화

2개월

30회 방문 컨설팅

총 900만원

[스포츠]

기업형 회사 직원 보상체계 구축

5주

자율근무(프로젝트 완료방식)

총 880만원

[부동산자산관리]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4주

재택근무+주2회 미팅

총 520만원

대표 성공사례 Best Practice

단기자문
단기성 자문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AWS 기반 클라우드 글로벌 플랫폼서비스 론칭 자문

진행방법

4회 방문자문

비용

총 500만원

진행방법

2회 방문자문

비용

총 200만원

기업고객 이슈 및 요구
- AWS기반의 클라우드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베타 버전 개발 완료한 상태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부재
- AWS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개발, 기술, 사업화, 마케팅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필요

전문가 매칭 성과
-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신사업 경험이 풍부한 23년차 IT산업 CEO를 역임한 전문가 매칭
- AWS 클라우드 서비스 론칭에 대한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조사에 근거한 마케팅 방향에 대한 자문 진행
-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사업화에 대한 자문 및 안정적인 신사업 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시

브루어리 제조 공정 자문
기업고객 이슈 및 요구
- 수제맥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준비중인 신제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필요
- 개발 최종단계인 신제품의 공정상 조언을 위한 제조공정 전문가 필요

전문가 매칭 성과
- 롯데중앙연구소 음료 주류 개발팀 25년 이상의 식음료 전문 기술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가 매칭
˙
- 현황 파악을 위해 제조 공장 방문 및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자문
- 네트워크를 통한 공정 기술 안정화 자문 및 신제품 출시 노하우 공유

대표 성공사례 Best Practice

단기자문
단기성 자문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자기장 필드 전문가 자문

진행방법

1회 방문자문

비용

총 120만원

기업고객 이슈 및 요구
- 조선관련 각종 Jig, 시설재 제작 전문회사로 현재 특허제품 개발 중
- 중국에 시제품 제작 의뢰를 위해 자기장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

전문가 매칭 성과
- 자기장 필드에 전문성 높은 기업 Ansys의 전기기장 해석 전문가 매칭
- 온/오프 기능, 장력 크기 결정 등 설계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시제품 의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더 많은 성공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홈페이지>Project 성공사례>단기자문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쇄]

스타트업 Joint Venture 설립을 위한 자문

4회

방문1회 +화상 3회

200만원

[헬스케어]

소셜마케팅 교육 및 자문

1회

자문+교육

120만원

[온라인인력공급]

유휴대지의 토지개발, 상업용빌딩 자문

1회

방문자문+질의응답 서면제출

100만원

[여행사]

여행사 턴어라운드 전략

2회

방문자문

100만원

[매트리스]

기능성 매트리스 홈쇼핑 입점 및 판매 확대

1회

방문자문

60만원

대표 성공사례 Best Practice

Functional work
기존 기능 조직의 역할을 아웃소싱 형태로 대체합니다

경영관리 조직 진단 및 역할 재정립

진행방법

5개월 Full-time

비용

500만원/월

기업고객 이슈 및 요구
- 경영관리팀은 현재 회계, 자금, 인사, 총무, 교육, 부서 간 Coordination 업무 총괄
- 분야별 업무 현황 파악과 조직 진단 필요
- 조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팀으로의 역할 재정립 요구

전문가 매칭 성과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실무부터 Managing까지 30년 경력의 경영관리 전문가 매칭
- 재무, 인사 분야 초기 진단부터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까지 총망라하여 조직 리딩
- 주기적인 교육과 OJT 병행으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내재화

더 많은 성공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홈페이지>Project 성공사례>Functional work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

해외 B2B 영업, 마케팅

6개월 이상

재택근무

매출의 N%

[외식]

식자재, HMR 국내외 영업 및 사업 전략

3개월

주 1일 6시간 상근

총 450만원

[인테리어]

전사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1개월

주 3회 full-time

총 420만원

[의료기기]

분야별 상근 전문위원(마케팅, 인사, 해외영업)

6개월

full-time

월 600만원

대표 성공사례 Best Practice

헤드헌팅
팀장/임원급 이상의 High-Spec 경력자 채용을 도와드립니다

회계, 재무, 관리부문 상근 자문

6개월 자문 계약 후
억대 연봉 계약

기업고객 이슈 및 요구
- 부서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이행 사항 모니터링, 사업 자문, 경영진과 사업 부문 간 채널 역할
- 대/중견 기업 임원, 부/차장 이상의 경력자 희망
- 획기적인 매출 증대에 따른 조직 확대와 프로세스의 고도화 필요

전문가 매칭 성과
- LG 계열사 CFO 출신 전문가로 약 20년간 전사 금융기획, 자금조달 및 운용, 채권관리 등
Cash-flow Management 총괄한 전문가 매칭
-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군으로 성장 중인 고객사의 체제와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체질 개선하는 기회 마련
- 6개월간 자문 수행 이후 정규 임원 채용

탤런트뱅크가 헤드헌팅을 하는 이유는 Project 매칭 서비스에 만족감을 느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였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는 만큼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서류 및 1:1 대면 인터뷰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과한 팀장/임원급의 Top-class 전문가
+ 채용 전 Project 진행을 통해 전문가와 호흡을 맞춰본 이후, 채용 여부 결정 가능

조선일보 2019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구인플랫폼 부문
중앙일보 2019 소비자의 선택 인재매칭 플랫폼 부문
매일경제 제 8회 모바일 브랜드대상 인재매칭 플랫폼 부문

1833-4730

tb@hunet.co.kr

www.talentbank.co.kr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 5층

Ap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