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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헤드헌터.
한두 번 추천 후 연락이 뜸해지는 헤드헌터.
자주 경험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라이트스텝스는 잘할 수 있는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집중력 있게, 빠르게, 꾸준하게’ 전문인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스텝스의 컨설턴트들은 모두 담당분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분야’ 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하며, 적합한 후보군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드헌터가 포지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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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기민함 꾸준함+ +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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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산업군/고객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찾습니다.

라이트스텝스 (Right Steps)

Recruiting
Reference check

정재락 대표 컨설턴트

561-01-01025 (인사, 경영컨설팅, 헤드헌팅)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8길 7, 화엄타워 802호

H.P 010-4823-8023  
내선 02-563-7485 
팩스 0504-230-9005 

rightsteps.co.kr

기업명 

주요서비스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재지

연락처

웹사이트

WE KNOW PEO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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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Strategy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현업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후보자 확보가 가능합니다.

•
라이트스텝스 자체

인재 DB 시스템 활용

•
잡포털, 콜드-콜,

SNS 활용 등

•
다년간 헤드헌팅

경력을 통해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

•
LinkedIn

(직접 컨택가능한
23,000명 이상의 1촌)

kr.linkedin.com/in/jrjeong

- Recrui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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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Strategy

Track
Records

IT/Tech

유통/전자상거래

제조/제약

소비재

기타기업

*최근 3개년간 석세스 건 수

0 10 20 30 40 50 60 70 80

- Recrui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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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Strategy

채용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써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직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고 보다는 직접 써치 / 검증 후 추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재 자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을 진행합니다.
전문 산업분야만을 전담하는 라이트스텝스의 컨설턴트들은,
비즈니스 니즈에 부응하는 우수 인재 추천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인재 발굴 방식과 라이트스텝스만의 고유한 방식을 모두 적용합니다. 
자체 인재 DB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인재 추천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풀

산업별
전문가

- Recrui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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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진행합니다.
직무적합여부 검증을 통해 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Service & Strategy

라이트스텝스는
직무적합성에 초점을 둔
평판조회를 진행합니다.

검증분야

조직 내 역할 직무 전문성 업무상 장단점

커뮤니케이션 인성 / 리더십 퇴직사유 기타  경력사항

- Recrui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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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단계

고객기업
방문상담

직무/자격
요건 분석

써칭 계획
수립/실행

인터뷰
진행

우수 후보자
 채용

입사/보증
추천 후보자

최종선별

개별 후보자
인터뷰

평가
선별

후보군 확보
/자료수집

Process

탐색 단계 추천 단계



 *본 계약 체결은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통해 작성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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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료 보증

추천자의 첫 출근일로부터 90일

보증기한 내 추천자의 자발적 퇴사 시,
추가 서비스 대행료 없이 동등한 수준의

다른 인재를 재추천 또는 대행료를 일할 반환

 연봉 5천만원 미만               20%

 연봉 5천만원 이상               25%

\



라이트스텝스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인성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하고 추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토 후 의뢰를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인재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락
대표 컨설턴트

모바일 : 010. 4823. 8023 
이메일 : jrjeong@rightsteps.co.kr
사이트 : rightstep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