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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우수한HRnet One스탭은 다양한 국적과 여러 배
경과 경력을 가진 인재로 구성되었다. 

HRnet One K.K.

인재 네트워크로 아시아 전역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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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에 본사를 둔HRnet One은 아시아 태평

양 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진(executive) 등의 헤

드헌팅을 하는 인재 컨설턴트 회사이다. 일본 법인

의 오피스는 국내외 정부계 기관과 외자계 대기업

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도쿄 우치사이와이쵸(東京

内幸町)의 초고층 인텔리전트 빌딩에 위치해 있다. 

“처음에는 경비 절감을 위해 신주쿠(新宿)나 아

카사카(赤坂)에 있는 작은 규모의 빌딩 중에서 찾

았지만, 본사로부터 승낙을 얻지 못했다. 본사가 제

시한 오피스의 입지 조건은 ①임대료의 상한을 넘

을 지라도, 활기가 넘치는 빌딩의 로비가 있어야만 

할것. ②한 회사가 한 층을 독점하는 좁은 빌딩은 

피할 것－의 두가지 점”이었다고 일본 법인의 마네

이징(managing) 디렉터인 이노우에 슈이치(井上

秀一)씨는 말한다. 

“고용하는 측도, 고용되는 측도 전직은 중대한 일

이다. 서로의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를 중개하는 회

사의 존재가 확실치 않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

히, 우리처럼 친숙치 않은 외자계 컨설턴트 회사로

서는 신뢰성을 높이는 의미에서도 오피스의 입지 환

경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HRnet One은1992년에 창업했다. 말레이지아, 

홍콩, 타이완에 이어, 새로운 해외 거점으로서 

2000년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일본은 물가

도 비싸지만, 시장의 크기나 성숙도로 봐서 잠재성

도 크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대일 투자에 대한 의

욕을 보였다. 

일본 법인 설립을 위해, 당시, 싱가폴 본사에서 

헤드헌터 업무를 담당하던 이노우에 씨가 지목되었

다. 이노우에 씨는 싱가폴 주재 경력이 길다. 이노

우에씨는 대일 진출 시, 일본무역진흥기구(이하, 

JETRO) 싱가폴 센터의 대일 투자 촉진 사업

(IBSC)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되었다. 사무

마네이징 디렉터인 이노우에 슈이치 씨는 성숙한 일본의 
인재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HRnet On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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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net One Pte Ltd. (본사：싱가폴, 종업원 
수: 200명)

일본에서의 업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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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정식으로 정해질 때까지 도쿄 아카사카에 있

는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의 사무실 공간도 무상으

로 빌렸다. “일본 기업에 근무했던 적도 있어서, 절

차에 대해 나름대로는 알고 있었지만, 까다로운 사

무 수속은 JETRO의 담당자가 친절히 어드바이스

해 주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이노우

에 씨는 말한다.

HRnet One의 헤드헌팅 대상은 경영 관리, 기

술 부문의 전략적 포지션인 간부급들 이다. 게다가 

클라이언트는 거의 외자계 기업이다. 이노우에 씨

는 일본의 인재 마켓을 ‘성숙하다’고 판단하여, 지

속적인 사업 확대를 해나갈 방침이다. 성숙한 마켓

을 대상으로, 외자계 기업 등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우수한 일본인 인재를 찾는 요망이 높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당히 어려운 포지션의 오더에 대해서도 클라이

언트와의 의견 교환을 거듭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인

맥,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절한 인재를 찾아 낸다. 

예를 들어, ‘쓰쿠바(つくば市)시에 진출하는 외자계 

약품 메이커에서는 임상 검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연

구소를 담당 할만한 40대에서 50대 전반의 인재’

라는 의뢰도 있다. 그 중에는 외자계 기업의 본사

로 부터 간부가 여러차례 일본을 방문하여, 직접 면

접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 법인의 헤드헌터는 이노우에 씨를 필

두로 20명이 컨설턴트 업무를 담당한다. 이노우에 

씨는 “인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단언한다. 

HRnet One에서는 컨설턴트업계의 경험자보다는 

다른 업종으로부터 이 업계를 지망한 우수한 젊은 

인재를 가능한한 채용하고 있다. 선입관 없이 무에

서 출발하여 스페셜리스트로 기르는 편이, 재능을 

잘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법인이 연간 취급하는 프로젝트는 약 

50~60 건이다. 3년 후에는 100개 이상의 안건

을 목표로 한다. 업무 확대로, 현재 20명의 스탭 규

모를 빠른 시일 내에 30명 체제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액정, 휴대 전화 등에 관한 주변 산

업’을 이노우에 씨는 앞으로의 주목 마켓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외자계 진출의 대부분이 일본이지만, 

싱가폴을 중심으로 말레이지아, 홍콩, 타이완, 호

주, 중국, 타이 등의 그룹 거점과 제휴를 하여 프

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것도 HRnet One의 강

점이다. 

이노우에 씨는 “전직을 할 때, 일본인은 외국인

에 비해 마지막 순간까지 NO라고 말하지 않는 사

람이 있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 후보자가 ‘갑자

기 취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일찍부터 판별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지적한다. 그 판별에 의해 “성공

율이 80~90%를 자랑한다”고 하니, HRnet One

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S/C서비스/컨설팅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