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
코리아

하이드릭 앤 스트 는 신뢰할 수 있는
자문기관으로서 CEO/임원 서치, 리더십 평가
및 개발, 팀/조직 효율화, 조직문화 형성에
걸친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heidrick.com

개요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CEO/임원 전문 서치펌으로서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1953년에 창립된 이후 연간 약 8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전 세계 29개국 54개
사무소에 1,600 여 명의 금융, 제조, 소비재,
유통, IT/기술, 헬스케어, 교육, 공공 및 비영리
분야 전문가 및 리서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약 7억불 연매출
1,600 여 명의
전문가 및 연구 인력
54 개 사무소
29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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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한국법인은 1999년 설립되어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CEO/임원 채용 및 리더십
컨설팅을 돕고 있습니다.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의 목표는 전 세계 50 여개의
사무소와의 공동의 노력으로 고객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CEO/임원 채용과 리더십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이드릭의 강점은 360도 평판조회를 통한 CEO/
임원 채용과 채용된 후보자들이 조직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십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를 통해서 채용된 임원들의 장기근속
연수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조직이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잘 준비하도록 조직을 진단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의 digital
transformation 전문가들과 임원 서치 컨설턴트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고 고객의 변화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이드릭은 최근 내부적으로 다양성과
포용 (Diversity & Inclusion) 이라는 주제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였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내부 인재들을
육성하였습니다. 60여 년간 축적된 인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재 역량 평가모델 ‘Infinity
Framework & META’ 를 개발하여, 후보자를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Heidrick Connect’ 라는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행해 온
축적된 CEO/임원 채용 및 리더십 컨설팅 서비스
경험에 더하여 하이드릭이 스스로 이룩한 혁신의
경험을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는 변화와 혁신을 제때
이루지 못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버린 조직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은 시의 적절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변화와 혁신은 결국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기업의 성공은 사람, 즉 인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는 지난
60여 년 동안 수행해 온 축적된 리더십 채용 및 컨설팅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인재를 추천합니다.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는 고객의 번영과 성공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일 것입니다.
We help our clients chang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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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Since

1953

Worldwide service

Premier provider

Matrix structure

Comprehensive approach

• Mr. Gardner Heidrick 과
Mr. John Struggles이 1953년
미국 시카고에서 공동 창업

• 최고경영자 및 임원진 구축,
인재관리, 리더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오래된 임원
인사 자문 그룹

• 고객의 조직문화, 운영 및
경영전략을 이해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산업별, 직종별 세분화된 사업
부문제 운영

고객사가 세계적 수준의 서치펌인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를 통해
최고의 후보자들을 접하고,
평가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프로젝트
수행

• 전세계 50여개 현지법인 운영
• 컨설턴트 400여명, 총 직원
1,600여명

• 2019년 매출액 약 US$710M

• 미국 NASDAQ 상장 (1999년)

•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 조사에서 최고의
임원급 서치펌 (Executive
Search Firm) 으로 선정

•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만의
특화된 서비스로 뛰어난 임원급
후보자들에게 접근, 방대한 고급
인재 리스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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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 한국 법인
국내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Executive Search Firm
1999년 설립
5명의 컨설턴트와 4명의 리서치 인력 보유
국제적으로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서비스 제공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Executive Search Firm

연간 약 100여 개의 CEO/고위직 임원 search 프로젝트 수행

김연호 (YH Yeonho Kim)

김성래 (Mark Sungrae Kim)

김기욱 (Kiwook Kim)

구자균 (CK Koo)

최은영 (EY Choi)

근무 경험
하나 INS

근무 경험
CJ 제일제당 & CJ 그룹

근무 경험
International executive search firm

근무 경험
덴츠플라이

근무 경험
International executive search firm

LG 투자증권

한국바스프

•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 한국 대표
• Global Technology & Services
부문총괄파트너

• 부사장 (지식서비스 본부장)

SK 브로드밴드

• 상무 (CIO, Network 실장, 강남 /
수북지사장)

삼성 SDS

• 해외솔루션사업 팀장/삼성SDS
America 미주법인장

학력

서울대학교 항공공학 학사

•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 소비재 부문 대표
• 소비재 유통 및 생명공학 부문 총괄 파트너

• 회장실 기획전략담당 부장
• IR팀 팀장
• 경영전략팀

BOA – FleetBoston (구 보스턴 은행)
• 자금부 딜링룸, 외환딜러

SK 에너지 (구 한화에너지)

•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 코리아 부사장
• 금융 부문 총괄 파트너

• 컨설턴트

• 리서치 세일즈

•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 코리아 부사장
• 산업분야 (화학, 건설, 자동차,
제조산업분야) 총괄 Principal

• 아시아 지역 대표 / 한국 대표
• 건설화학부문 대표

CLSA

슈드케미 코리아 (현 클라리언트 코리아)

학력

학력

• 세일즈 트레이더

• 대표

•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 코리아 상무
• Global Technology & Services 및 금융
부문 Principal
• 디지털 혁신, 이커머스, 테크 스타트업

• Associate

한국씨티 은행

• 상품부 (신용대출 담당)

PanAsian Finance
• 재무팀부장, IR담당

• 직매팀, 항공류 담당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MBA)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캐나다 칼튼 대학교 학사

영국 바스 경영대학원 MBA
경희대학교 학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가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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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리더십 자문 서비스

리더십 승계 계획 및 역량 개발 노하우와 산업별 서치 전문성이 결합

리더십 컨설팅
리더십 자문 서비스

시장 선도적 산업의 전문 지식과 인재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치 전문가들을
전속 배치하고, 임원 평가 및
Onboarding 코칭에 적용하는 리더십
컨설팅 기법을 접목, 단순 임원 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차별화

리더십 컨설팅과 임원 서치
노하우를 접목한 자문 서비스

고위 임원 평가 및 계발, 조직 발전,
기업 문화, 기업 통합 및 승계 계획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 경험을 갖춘
전문가 전속 배치

인재 및 리더십 분야의 복잡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고객에게
임원 서치와 리더십 컨설팅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세심한
해법을 제공함

리더십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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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 코리아

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5층
전화: +82 (2) 3430-6000
www.heidrick.com

WE HELP OUR CLIENTS CHANGE THE WORLD,
ONE LEADERSHIP TEAM AT A TIME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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