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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상공회의소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콘페리 헤이그룹과 공동으로 제 3회 보상 분석 서베이를
진행합니다. 본 서베이 참가 및 분석 보고서 수령은 무료이며 본 보고서를 통하여 각 기업의 보
상 수준 분석 및 비교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참가 기업에게는 한국 시장 내 통용
되는 베네핏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한독상공회의소의 모든 회원사께서는 서베이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 무료 보상 서베이 참가사를 위한 혜택
1) Job mapping session for requesting companies (7월 27일):
우리 회사의 각 직무 크기를 헤이그룹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하고 타 기업의 급여데이
터와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Market Context Report (10월 경 제공):
-

차기 년도 비즈니스 예측을 위한 Economic Indicators (예: 예측 물가인상률, 급여인상
률 등)

-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실제 급여 인상률 및 예상 급여 인상률 (분석기준 예시:
Base salary, Short term incentives 등, Job family, Hay reference level 등의 기준으로
분석)

3) Feedback Report (10월 둘째주 제공):
-

우리 회사 각 직무의 데이터를 한독상공회의소 참가사와의 데이터와 비교 가능

-

그밖에 Hay Group 조사 전체 참여사 기준의 급여 데이터도 제공

4) Benefit Summary Report (12월 셋째주 제공):
-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 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을 망라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Benefit
Practice 를 분석한 리포트 제공

2. 무료 보상 서베이 참가 방법
-

신청을 클릭해서 application form 작성

-

콘페이 헤이그룹의 담당 컨설턴트가 개별 연락하여 진행 방법 안내 예정

3. 서베이 자료 제출 및 연락처
-

서베이 자료 제출 기간: 2018년 8월 10일까지

-

문의: 한독상공회의소 조성은 과장 02-37804-665 / secho@kgcci.com

[콘페이 헤이그룹]
헤이그룹은 1943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설립된 세계 최초의 인사/조직 컨설팅 기업으

로 뉴욕에 본사를 둔 콘페리 (뉴욕증시 상장기업)와 2015년 말 합병하여 콘페리 헤이그룹
으로 재정비되어 독보적인 컨설팅 방법론과 혁신적인 툴을 통한 HR 전분야에서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콘페리 헤이그룹의 보상조사 서베이는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24000개 조직의 2천만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며, 마켓 데이터와 함께 다양한 관점의 분석 리포트를 제공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