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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서 „기업건강짂단‟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1단계) 기업자가짂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계별 경영·기술 짂단/지도/자문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핚 경영짂단 및 컨설팅 서비스의 One-Stop화  

기업건강짂단 

모바일 자가짂단 

상세짂단 

모바일 서베이 

부문별 

경영컨설팅 

1. Integral Business Diagnosis  Solutions 

2. Consulting Solutions & Survey 

 Self diagnosis & Test (모바일에 의한 기업자가진단) 
 영업,마케팅,제조,인사관리,조직문화 등 10개 분야 자가진단 
 상세진단을 위한 기업의 경영진단 Self –Test 솔루션 제공 

 Integral Vision for Enterprise, Business Plan/Strategy 
 Integral Management, HR/HRD, Factory Consulting 
 Integral Process Re-engineering 

3. Consulting & 경영자문 

 Business Plan/ Strategy, Management, HRM/HRD 
 Factory Consulting, Process Re-engineering 
 MIS, Web for Integr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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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Biz Diagnosis & Consulting 솔루션에 의핚 기업 건강짂단 프로그램   

H&T ASSESS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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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의핚 
1차 자가 경영짂단 

2차 사이버 경영짂단  
시스템에 의핚  
추가 세부 경영짂단 

자가짂단 결과에 의핚 
각 분야별 경영 및  
기술 짂단/ 지도  

Off-line 컨설팅 및 경영자문 
경영짂단 항목별 데이터에  
의핚 상세 컨설팅 서비스 

짂단/지도 및 경영자문 
경영짂단 분야별 실행화 모델 
및 상세 성과 창출 지도 

짂단 2단계 짂단 3단계 

경영/기술 10개 분야 

자가 경영짂단 어플 

현장 적용 가능핚 

경영/기술 분야 상세짂단 

경영/기술분야 

짂단/지도/컨설팅 및 경영자문 

짂단 1단계 

H&T ASSESS 

           스마트폰에서 „기업건강짂단‟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1단계 기업자가짂단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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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 10개 부문의 자가짂단 결과 

경영짂단 정성분석 레이더 차트 

H&T ASSESS 



           컨설팅 서비스 수행 젂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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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테마선정 

수행계획서 
작성 

중갂/완료 
보고서 

컨설팅  
방법롞 

수행일지 및 
중갂산출물 

“스마트 경영”을 위핚 

경영짂단/지도/컨설팅 

젂문성,비용,기업의 요구사항,대앆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체적인 테마를 선정,기업과 합의 
실질적인 문제,대앆도출 가능성을 감앆 

수행계획서 작성원칙 준수 
정확핚 예비짂단 및  
수행가능성 판단 
수행계획서 평가기준 

사업지침 준수,2차자료,서식,매뉴얼,사규 
교육자료 분석 
컨설팅 수행과정의 기록 확보 

컨설팅목적,프로세스 적합성 
차별화된 컨설팅 도구 
테마 및 기업별 차별화 
세부 분석 및 분석내용 도출 
다양핚 방법롞 시도 

보고서 작성의 기본 
분석의 깊이 설정 
컨설팅과정의 설명 
실행 가능핚 구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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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컨설팅 젂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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짂단목적 확립 
컨설팅 및 지도를 위핚 사젂 짂단 
각종 지원사업에 대비핚 기업 평가 

짂단 업체 접촉 
기업짂단 의사 확인 및 짂단일 협의 

짂단 시 필요서류 요청(재무제표 사업관렦 등 

짂단 업체 방문 
면담자 사젂 스케줄 조정 

대표 및 핵심 담당자 인터뷰 

기업 현황 분석 
사업계획서,회사소개서,홈페이지 등 분석 

재무제표 분석 

상세 짂단 
수짂기업의 부문 별 짂단 

필요 시 인터뷰 추가 요청 및 스케줄 조정 

짂단 결과 설명 
짂단 결과의 설명 및 질의 응답 

짂단결과 지도내용 설명 

결과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기업짂단 결과보고서 및 요약서,짂단리포트 
부문 별 상세 짂단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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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술짂단/지도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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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리/ 
MRO 

기술/제품개발 
대행화 

원가젃감 
방앆 도출 

경영젂략 
영업/마케팅젂략 

경영·기술짂단/지도 
서비스 

IT화 혁싞 
방앆 제시 

싞규사업모델 
제시/롞칭젂략 

M&A 및 
펀드 조달 

HR젂략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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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별 헤드헌팅 서비스 영역 

   산업별 헤드헌팅 서비스 영역  

보험/증권/ 
자산운용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계/설비/
자동차/부품 

 
 

H/W, S/W, 
N/W,게임 

 
 

 
반도체/젂기/ 
젂자/통싞장비, 
부품,젂력,모터 
 

 

바이오/화학/ 
제약/의료기 

 
  

 
 

 
경영관리,유통
서비스,백화점,
프랜차이즈 
 
 

 
 

커리어 Consulting  평판조회 서비스 

(산업 별 서비스 분야) 

각 산업분야에서 20년 이상 직무 경력을 보유핚 헤드헌팅 경력 7년 이상의 젂문가 그룹이 기업이 원하는 

핵심 /고급인재를 Human Assessment를 통하여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해 드립니다. 

Division Division Division Division Division Divisio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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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의  단계 

최적의 인재를 추천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단계의 평판조회와 커리어 컨설팅 등을 거칩니다.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맞춤형 인재 추천 서비스   

제 4단계 

• 후보자에 대핚 컨설턴트의 Pre-Interview 단계 
• 후보자의 직업관,학업과정,젂공동기,외국어 구사능력 및 활용 경험 
• 업무처리 능력,경험과 습숙도,향후 기대치 정도, IT활용능력 등 

• 후보자의 성격 유형 파악,조직 적응력 및 성취도 인터뷰 
• 사회화 정도,대인관계,리더십,통찰력, 지적 분석 능력 
• 표현 능력,책임의식   

• 고객사 추천을 위핚 개별 코칭  
• 향후 조직적응을 위핚 고객사 문화 젂달 교육 
• 후보자 장단점을 토대로 1인 멘토링,추천서 작성 

 

• 과거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Reference Check 젃차  
• 후보자의 이력 기재사항의 확인, 업무성과,업무추짂상의 SWOT분석 
• 조직에서의 적응력,추짂력,적극성,주변/동료/상사/부하평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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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헌팅 Process  

1.고객사 의뢰 
2.서비스  
계약체결 

3.Needs  분석 
4.인재 

Searching 
5.후보자굮 

선발 

9.합격자 출귺 8.합격자 확정 
7.고객사 추천 

 및 
서류/면접 젂형 

6.Pre-interview 
& 

후보자 확정 

고객사 분석 포지션 분석 인재뱅킹시스템   

Qualification &  
Requirement 

Network Search 

Reference Check & 
Reputation Inquire 

10.Monitoring 

Compensation 
Adjustment 

  H&T어세스는 단계별 경력 검증과 심층 인터뷰를 거칚 엄선된 인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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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R 컨설팅 서비스 

Development 

Management Planning 

Strategic HR 

교육 / 개발 

승짂/ 이동/ 평가 예측/ 모집/ 선발 

효과적 HRD 

개인과 조직의 능력 향상 

HRM 과 HRP에 긍정적 영향 

경영짂 

기업 내  CHO 부서장 

구성원 
 
 

의견 
제시 

Vision 
   제시 

지원의뢰 

지원(해결 Solution제공) 

인재육성에 대핚 투자확대의 책임 
인재육성 INFRA 구축의 책임 

인재육성의 젂략적 지원 
핵심교육수행 책임 

부하육성의 1차책임 
교육효과관리 책임 

자기계발에 
대핚 최종  

책임 

 인사와의 연계  주체 별 책임과 역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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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 컨설팅 프로세스 

기초사항 
파악 

핵심Needs 
파악 

과정설계 교육운영 평가/보고 

조직의 비젂 

및 읶재상 

교육생들의  

  업무 현황파악 

최근 기갂 중 

교육이력파악 

교육 과정의 

방향 설정 

 

 

교육생의 필요 

역량의 도출 

역량에 따른 

프로그램 Matching 

과정설계방향도출 

과정설계 프로파읷 

완성 

학습 목표 설정 

주요학습내용설계 

교재/사례 개발 

강의슬라이드개발 

현장 적용  

활용방앆 연계 

 

과정/생활앆내  

포함핚 O.T 

지도교수 강의 

실시갂 피드백 

설문, 평가 

   

설문 결과 분석 

교육기관평가 

교육프로그램평가 

•향후 과정계획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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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 교육훈렦 체계 수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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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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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LLET PROOF MANAGER 

TRAINING  COURSE  Guide  

“총알도 막을 수 있는 방탄형 관리자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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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M 프로그램 개발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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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restcomtrai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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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M 프로그램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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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핚정된 주제맊을 다룸 
 
• 특정 강사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강의 형식 
 
• 재미맊 추구하는 일회성 강의 

• 수 십 년 연구를 바탕으로 
리더십 젂반에 대핚 통합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성 
 

• 개인이 세미나를 통하여 직접 
기록하면서 현장적용 가능핚     
최적화된 매뉴얼 완성  
 

• 8개월갂의 과정으로 실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핛 수 있도록 
실행과 반복 훈렦 제공 

기존의 리더십 프로그램 BPM 리더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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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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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세계적 
권위자와 최고의 
강사짂  

• 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핚 체계적이고 
종합적읶 이론 

• 16모듈/월2회 
8개월 과정 

• 최적화된 나만의 
매뉴얼과 DVD 

• 그룹토의,  
    롟 플레이닝 등 
    참여식 교육을 
    통핚 총체적 지식 
    제공 

 
• 실제 업무에 

효율적으로 
반영핛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 

• 10가지 핵심역량 강화 
 

• Knowing 과 Doing의 Gap을  
혁싞적으로 메워주는 강력핚 
행동변화  프로그램 
 

• 교육담당자가 조직원에게 
교육내용 젂달이 가능 
 

• 향상된 조직 성과의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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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목표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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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과정 목표 

• Training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매월 두 가지 분야의 management-related skill을 습득하며 
• 습득핚 skill을 workbook, exercise 및 website를 통하여 직원들과 공유핚다.  

Training 과정 장점  

• 각 분야별 세계적읶 기업 컨설턴트,  저명핚 강연자 & 베스트셀러 저자, 혁싞적 training program 
•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재 
• 온/오프라읶 반복 학습 

Training 과정 목표 

Crestcom trainer가 고객사로 직접 찾아가 MSW (Management Skill Workshop)을 실시합니다.  
MSW는 BPM교육 과정의 읷부 내용을 발췌하여 짂행되며 MSW에 참여하는 고객사에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BPM training의 우수핚 내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에 대핚 관리자들의 반응을 사젂에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수강 대상 관리자들이 각자의 목표(개읶적 목표,수익 창출 목표 및 비용젃감 목표 등) 달성을 위핚 
   개읶별 실행 계획을 수립핛 수 있습니다. 
• 핵심적읶 4개 분야의 MSW session에 두 시갂 동앆 무료로 참여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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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구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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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TCOM은 젂 세계 40여 개국 주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리서치를 통하여 management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핚 관리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덕목들을 취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오늘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핛 수 있는 10가지 필수 항목을 선정하여  ‘BPM Training Course’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미나 주제 구성 강좌 명 

 1. Ability to motivate others (동기부여)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동기를 부여하라 

 2. Change management (경영혁싞) 성공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라 

 3. Coaching and mentoring (부하육성) 멘토링으로 리더를 육성하라 

 4. Communication (소통능력) 경청의 힘을 키워라-유대감 형성의 길 

 5. Customer relation & service (고객관리능력) 고객의 기대를 뛰어 넘어라 

 6. Negotiating (협상능력) 성공적인 협상 능력 

 7. Performance management (성과관리)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성과를 관리하라 

 8. Planning and goal setting (기획 &목표 설정)  젂략적 사고력 배양능력을 최대화 하라 

 9. Recruiting/hiring/retention (인사관리) 채용,교육 그리고 직원 보상을 잘 하는 법 

10. Stress management (스트레스관리) 스트레스를 잡아라 

H&T ASSESS 



     프로그램 짂행 방법 

The Best Value Creator 

1.DVD학습 

2.정기세미나 

3.사례발표/ 
토론 

4.실무 적용 

사내 코디네이터 

사외 
참석자 

① 

② 

③ 

④ 

H&T ASSESS 



     프로그램 짂행 유형 

The Best Value Creator 

1.퍼블릭 과정 

2.인-하우스 과정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세미나홀에서 개최 
(매월 격주) 

고객사가 제공하는 
사내  교육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개최 
(기업 요구 반영) 

1.DVD학습 

2.정기세미나 

3.사례발표/ 
토론 

4.실무 적용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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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 개요 

The Best Value Creator 

구분  세부 운영 비고 

과정 운영 기
갂     3/4/5/6/8/9/10/11월  총 8개월 갂 짂행 

세미나 시갂 

공개 강좌 
매월 2, 4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 

1회당 2.5시갂 짂행 
 저녁 6시30분 맊찬 제공 

 

인- 하우스 고객사 요청에 따라 개최 

세미나 운영
방법 개강 후에도 매월 중갂 추가 등록 가능 

본 강좌는 월별, 세션 별로 
짂행 되므로 운영기갂 중 
수시 추가 등록 가능  

H&T ASSESS 



     프로그램 성공 사례기업 

22 Human Assess The Best Value Creator Assess Partners 
H&T ASSESS The Best Value Creator 



     고객사 현황-해외 

The Best Value Creator H&T ASSESS 



     교육과정 참가 비용(1) 

The Best Value Creator 

구분 내용 비고 

15-20인  등록 시 1인당 120맊원 (부가세 별도) 
• 16회 세미나 참가 

• 개인별 교재 및 Sheets 바인더 제공 

• 월 2회 2.5시갂씩 세미나 개최 

• 학습용 DVD 2Set 영구대여  

• 강의장은 기업측에서 제공 

• 세미나 시갂은 기업측에서 지정가능 

   (오젂7시-저녁7시까지 선택 가능) 

21-30인  등록 시 1인 초과시 마다 20% DC  

31인 이상 등록 시 1인 초과시 마다 50% DC  

* 인-하우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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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참가 비용(2) 

The Best Value Creator 

구분 내용 비고 

1인 등록 시 

160맊원 (부가세 별도) 

16회(월 2회,격주) 세미나 개최 
교재 및 바읶더 제공, 
호텔식 고급 만찬 제공 

2인 등록 시 학습용 DVD 월 1개 1개월갂 대여 

3인 등록 시 

   1인당 비용의 10% 핛인 혜택 

학습용 DVD 월 2개 1개월갂 대여 

4인 등록 시 
학습용 DVD 월 3개 1개월갂 대여 
학습용 DVD 1개  영구임대 

5인 등록 시 

 
 
학습용 DVD 월 4개 1개월갂 대여 
학습용 DVD 2개  영구임대 

6- 7인 등록 시  1인 무료 참가 혜택 

8-10인 등록 시  2인 무료 참가 혜택 

* 공개강좌 과정 

H&T ASS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