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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아웃소싱의 장점  
 

HR 아웃소싱을 하기 적합한 때는 언제일까요? 

크기에 상관 없이 모든 회사들은 여러 HR 업무를 아웃소싱 하

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든 HR 업무를 아웃소싱 하기도 합니

다.  

1. HR 지원팀이 존재하지 않거나 파트타임 직원만 존

재하고, 풀타임 채용으로 드는 비용을  정당화 할 

수 없는 경우 

2. 기존 HR 팀 업무량이 많아 TUPE, 이민법 관련, 급

격한 회사 확장으로 인한 채용, 직원 교육,   급여/

복지 벤치마킹 등 특별한 상황에 외부    지원이 필

요한 경우 

3. 기존 HR 팀 직원 출산 휴가 시 업무 대체 

 

What is HR Outsourcing and how could you benefit? 

HR 아웃소싱은 경험이 풍부한 외부 HR 컨설턴트가 현장이나 오프 사이트에서 전략과 운영상의HR 자문,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일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 및 예산에 맞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필요한 고용/ HR 관련 템플릿을 받을 수도 있고 매니저와 직원 교육 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급여와 직원 복지 벤치 마킹 데이터, 경험 많은 고용법 변호사로부터의 고용법 조언, 또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이민법 조언

과 서포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3HR의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정기적인 법률과 인사 관리 및 뉴스 레터를 제공받고 고객 세미나에 우선적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언어 지원도 제공됩니다.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직원 복지 혜택에 관련된 지원 역시 FCA    

승인 받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된 실적과 탄탄한 고객 기반을 갖춘 법률 회사의 아웃소싱 

HR 서비스를 통해, 위의 언급한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루트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If you would like to know more then please contact Daryl 

Johnson - HR Consultant on his email: 

daryl.johnson@3hrcs.com, or speak to your 

usual contact at 3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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