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Cap 회사소개
1) HRCap 은 2000 년 미국 뉴저지 주에 설립되어 Human Resources 와 관련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Biochem, 금융권 분야 인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미주 최대 한인 리쿠르팅/ 헤드헌팅
전문업체입니다.






설립: 2000 년 6 월, Englewood Cliffs, NJ
Total HR Solutions Provider: 고급인재 리쿠르팅 / 헤드헌팅, 조직 / 인사 관련 교육 및 컨설팅
Coverage: US Nationwide & Korea
주요 Clients (800 여개):

-

한국 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삼성: 무선, 가전, 바이오로직스, 메모리, TPC, DS, 반도체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LSI, SDS, 네트워크, 글로벌 B2B 센터,
엔지니어링, 프린터, 코닝, 정밀화학, 카드, 화재보험, 증권, 생명, 투자신탁, 제일모직, 제일기획 등





-

LG: 전자, 무선, 디스플레이, CTO, 화학, 생활건강, LIG, Nexone, 서브원, 실트론, C&S, Ad, 하우시스 등
SK: 홀딩스, 텔레콤, 에너지, 이노베이션, 종합화학, 플래닛, 넷트웍스, C&C 등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트랜스리드, 케피탈 등
다국적 기업: Amazon, BCG, KPMG, IVI(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Merck 등 글로벌 기업

미국 내 한국 지상사 및 현지법인: 삼성 (전자, 무선, 물산, SDS, 제일기획, 증권, 생명, 카드 등), LG (전자, 무선, 정보통신,
화학, 상사, 증권, Ad, CNS 등), SK 계열사, 현대 계열사, 한화, 두산, 포스코, 효성, CJ, 덴티엄, 오스템, 한올,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코오롱, 세메스, 샘표, 아모레퍼시픽, 에스티팜, 한미약품, Wooshin, 만도, GSM, LS Nikko, LS Cable, FITI 등

-

미국 내 미국 및 아시안 기업: BCG, KPMG, JPMC Chase, HSBC, New England Financial(MetLife 계열), Nippon Life
Insurance, WorldQuant, Altus Group, ZT Systems, Vitasoy, Almo, Dacor, TMI, SGR, PSI, Superior Essex 등 100 여개

-

미국 현지 한국계 중견기업: South Pole, KISS Products, KDDI, Shake-N-Go, Hairzone, jWIN Electronics, Lee Mode, OORI
Trading, Spa Castle, Access Bio, FNS 등 300 여개

-

민·관계 및 언론기관과의 업무협조: 주뉴욕한국총영사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ITA(한국무역협회),
KOCHAM(미한국상공회의소), 미래창조 과학부,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KSEA(재미과학기술자협회), World OKTA,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2) 다량의 인재 풀(Database) 보유


자체 Database System 구축하여 글로벌 탈렌트의 맞춤형 Executive Search 서비스 제공



60,000 여명의 미주 최다 한인교포 이중언어 인재풀 보유



500,000 명의 글로벌 외국인 고급인재 Database 보유



ERP, CRM System 및 자체 개발한 HRCap P5-S20 Global Recruiting Model 을 통해 후보자, 고객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3) HRCap 수상 내역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New York K-Move 사업수행 에이전트 (2016)



한국정부 미래창조과학부(MSIP)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추진한 “해외 인재 스카우팅 사업”의 해외 리쿠르팅 사업 수행
에이전트로 선정 (2015)



한국정부 미래창조과학부(MSIP)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한 “해외 브레인 스카우팅 사업”의 해외 리쿠르팅 사업
수행 에이전트로 선정 (2013)



Maeil Business Newspaper(매일경제 미디어 그룹) “올해의 기업인상” 수상 (2012)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재미과학기술자협회) “2012 Entrepreneur of the Year Award” (2012)



The 2010 Top 10 Asian/American Business Award 수상 (2010) : The US Pan Asi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로 부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안/아메리칸 기업으로 선정



제 32 회 상공의 날, 산업자원부(전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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