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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자문 추천 플랫폼

디앤서 서비스 소개서



The Answer 디앤서는 비즈니스피플의 전문가 자문 추천 브랜드입니다

핵심인재 채용 플랫폼을 선도해온 비즈니스피플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돕는 전문가자문추천플랫폼

The Answer 디앤서를 론칭합니다. 

인재를 보는 축적된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객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The Answer 디앤서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와 고객 기업이

함께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한국의 대표 주문형컨설팅마켓플레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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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고객 기업프로젝트 매니저

1전문가 회원 가입

2전문가 인증

10대금 지급

6전문가 선택

성과 코칭|경영 Advisory|프로젝트 파견

8프로젝트 수행 완료

3프로젝트 의뢰문제해결 역량이 있는 문제해결이 필요한

세일즈|마케팅|경영전략|디지털|

SCM|재무투자|인사혁신|빅데이터 등 5전문가 추천

9대금 + 수수료 지급

4프로젝트 지원

The Answer 디앤서 서비스

The Answer 디앤서는 기업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추천 플랫폼입니다.

비즈니스 자문 수행 시 기업에게 과금하고 전문가에게 보상합니다.

7프로젝트 매칭/계약 7프로젝트 매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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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성과 코칭

The Answer
디앤서

경영

Advisory

자문 프로젝트
The Answer 디앤서는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기업이 만나는

전문가 자문 추천 플랫폼입니다.

핵심리더와 경영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다양한 분야의

리더에게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적 코칭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역량과 전문성에 기반해

고객 기업의 경영 현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전적 전략

자문을 제공합니다.

고객 기업이 등록한 다양한

자문 프로젝트 중 전문가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매칭하여 성과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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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코칭 솔루션

성과 코칭 솔루션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사와 협의하여 고객사의

핵심사업 영역 및 관심주제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야별 전문가는

실전적 전략자문이 가능한 핵심리더 및 경영진 중에서 전문성을 감안하여

선정합니다.

핵심리더 및 경영진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 사업통찰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고객사가 원하는 타이밍에 다양한 분야의 리더 또는 리더

후보군에게 자문 형태로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적 코칭이 가능합니다.

[A고객사의 성과 코칭 솔루션 자문 그룹 구성 분야 예시]

영업
유통

SCM R&D
글로벌
전략

재무
전략

IT&
디지털마케팅

제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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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Advisory

경영 Advisory 서비스는 최고 경영진에게 필요한

기업경영 전반의 현안에 대한 실전적 전략자문을 산업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CEO, 핵심 임원 출신

전문가 그룹에게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받는

고급자문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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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고객 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 전문 역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PM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여 기업의

일시적인 전문인재 필요 요건을 충족시키고 고용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 및 사업 영역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업 내외부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중·단기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 시 고객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핵심 고급 인재를 추천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서비스는 기업의 다양한 Biz. Problem에 대한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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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세스

기업의 고민과 전문가의 능력이 정확하고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The Answer 디앤서 전문 PM이 직접 관리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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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emand 인재 활용 배경

기업이 내부에 보유하지 못한 전문 역량 투입으로 프로젝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Temporary 

Value for Money

Expertise

Competency

Alignment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일정 기간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와 고용의 유연성을 모두 충족하여 비용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직무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기획력, 실행력, 사업진단, 업계 네트워크 등 분야 전반에 걸친 조력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미션에 대한 내부역량과 외부 전문역량의 통합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체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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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tatista는 긱 이코노미 시장이

2023년 5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5521조원

의 미국 기업 관리자들은 온라인 인재 플랫폼

활용이 미래 핵심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1

76% 미국의 디지털 노마드 1,090만명 중 76%는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2

1미국 700개 기업 간부 및 고위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HBR(2020.11) 2이머전트 리서치 & MBO파트너스 공동 디지털 노마드 연구결과, HBR(2021.08) 3링크드인 설문조사 결과, HBR(2022.04)
4취업포털 J사 조사결과(2020. 1,397명 대상 / 2010, 901명 대상) 5Statista 조사 결과, 매일경제 (2021.08)

50% 채용 담당자의 50%는 경력공백의 증가를 예상했고, 

링크드인은 ‘경력공백’항목을 추가했습니다3

국내 직장생활 10년 이하 직장인 평균 이직횟수는

3.1회로 10년 전과 비교해 55% 증가했습니다43.1회

패러다임의 변화

이미, 질문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임원급, 팀장급 몇 명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어떤 역량이 언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적절한 시점에 투입되는

온디맨드 인재의 전문 역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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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Business People?

이제, 디앤서가 답하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함께 하도록 지원합니다. 

핵심인재 채용 플랫폼 비즈니스피플이 만드는

전문가 자문 추천 플랫폼에 귀사를 초대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 경력 증빙 및 PM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검증합니다.

고객의 성과가 가장 먼저입니다.

검증된 인재만을 추천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축적된 인재DB와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추천합니다.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형태로

최적의 인재가 문제 해결 솔루션을 드립니다.

핵심인재 채용 플랫폼 No.1 비즈니스피플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가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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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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