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 채용의 미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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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03

Google 인공지능(A.I.) 엔진을 활용한  
감성분석 및 인포그래픽 레포트를 포함한  

IT기술이 접목된 평판조회 오토파일럿 솔루션입니다. 

체커 오토

프로페셔널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솔루션 + 컨설팅

3천건 이상의 레퍼런스체크 프로젝트를 진행
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진행하는 프라이빗  

평판조회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체커 프리미엄

인재검증 서비스

임원∙리더급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컨설팅

가장 헤드헌터가 많은 곳이 가장 사람을 잘  
찾습니다,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1,000명의  

헤드헌터를 원클릭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헌터스

인재 채용 서비스

국내 최대 헤드헌팅 네트워크 
헤드헌팅 중개 플랫폼

체커루키는 국내 최초로  
신입, 인턴, 알바 채용을 위해 개발된  
모바일 기반 평판조회 플랫폼입니다.

신입∙인턴∙알바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플랫폼

체커 루키



인재검증 서비스 04

후보자 직급

임원∙리더 컨설턴트 컨설턴트 컨설턴트

컨설턴트 *

X

컨설턴트 *

X

일반∙경력 솔루션

신입∙인턴∙알바 플랫폼

평판조회 서비스 이력검증지정 평판조회 비지정 평판조회

체커 프리미엄

체커 오토

체커 루키

국내 최초로 NAPBS 멤버로 가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합니다. 

 * 인재검증 전문업체 (* 국내 최초 NAPBS 회원사) 

 *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검증 선발타당도 

 * 생동감 있는 신문 인터뷰형 보고서 기술 방식 

 *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철저한 품질관리 (* Quality Control) 

 * 인사전문가 출신 대표의 전문성 (* 국내 최초  SPHR / GPHR 취득)

* 체커 오토에서는 비지정 평판조회와 이력검증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체커 프리미엄
임원∙리더급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컨설팅체커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솔루션 + 컨설팅체커 오토

신입∙인턴∙알바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플랫폼체커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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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건이상의 실제 인재검증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전문 컨설턴트가 철저한 품질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People

따라할 수 없는 핵심 차별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넘어 
국내 최초 NAPBS 멤버로서  

글로벌 스탠다드 검증업체를 지향합니다.

Key player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정직함, 투명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 
위크루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핵심가치를 꼭 지키겠습니다.

Philosophy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

인사담당자가 편리한 프로세스입니다.  
A~Z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맞춤 진행합니다.

고객을 위한 맞춤 프로세스

Process



체커의 모든 프로세스는 철저하게 고객관점에서 디자인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빠르고 쉽게 , 그리고 안전하게  
체커는 치Â하고 꼼꼼하게 인재를 검증하겠습니다.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5 명이 한팀을 이루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위크루트의 팀웍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체커 프리미엄 타사 평판조회

인사담당자 인사담당자 인재검증 프로세스 인재검증 프로세스 

인재검증 의뢰 인재검증 의뢰 

동의서 수집 

전화 인터뷰 

보고서 작성 

보고서 수령 보고서 수령 

오리엔테이션 
동의서 수집
오리엔테이션 
동의서 수집

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

품질관리 
(QC)
품질관리 

(QC)

온라인 
진단

전화 
인터뷰

전화 
인터뷰

블라인드 
검색

평판조회

학력조회 

경력조회 

이력검증 

선발타당도가 높은 인재검증 프로세스

인사담당자는 편리하게 ! 체커는 치Â하게

체커 프리미엄 / 프로세스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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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리더급의 잘못된 채용으로 인해 회사가 입는 
금전적 손실은 연봉의 25배 이상에 달합니다. 
 
장인이 하나의 제품에 혼신의 힘을 쏟듯이 전문 
컨설팅팀이 1:1 로 붙어서  
한 명의 후보자를 다각도로 심층 분석합니다. 
 
잘못된 채용에서 오는 리스크를 체커가 확실히  
줄여드리겠습니다.

체커 프리미엄을 통해 
품격있는 인재검증 서비스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체커 오토
임원∙리더급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컨설팅체커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솔루션 + 컨설팅체커 오토

신입∙인턴∙알바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플랫폼체커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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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시간 걸리던 인재검증을 원클릭으로  
끝내보세요, 담당자 한명이 하루 최대 960명의 
인재검증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asy

편리한 채용

기존 대비 채용유의 인력 
발굴비율이 5배가 높아졌습니다. 

채용실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Excellent

우수한 채용

비싼 평판조회 서비스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나요? 
기존 대비 10%에 불과한 놀라운 가격으로 

평판조회를 경험해보세요.

Economic

경제적 채용

3천건 이상의 실제 인재검증 프로젝트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 
안전하고 검증된 프로세스를 경험 해보세요.

안전한 채용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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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지 설정 

4  
오픈레퍼리  
응답

2  
후보자  

프로젝트생성

3  
후보자 동의서

5  
추가 인재검증  

(선택)
인사담당자

인사담당자

인사담당자

인사담당자

후보자

오픈 레퍼리

후보자

오픈레퍼리

원클릭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세요. 
나머지는 체커가 자동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1. 진단지 설정

2. 후보자 프로젝트생성

5. 추가 인재검증 (선택)

3. 후보자 동의

4. 오픈레퍼리 응답

최적화된 평판조회 질문들로 맞춤형 진단지 셋트를 설정하세요.  
한번만 설정해 놓으면 계속 불러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후보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나머지는 체커가 
자동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냅니다.  
(*후보자 1인당 지정 평판참고인 3명까지 가능)

추가 인재검증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에 자신감을   
더해보세요. 원하는 형태로 인재검증 패키지 및 프로세스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체커를 통한 평판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합니다.  
3천건 이상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위크루트만의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프로젝트 완성률 : 95%)

오픈레퍼리들은 평판조회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후  
진단지에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응답 글자수는 기존 서비스의 90% 
수준이면서 퀄리티는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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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IT 기술과 전문 컨설턴트의 노하우가 녹아 있
습니다.  
 
체커 오토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IT 기술이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을 확실히 도와 드립니다.

- 인포그래픽 레포트 (Infographic Report) 

- 역량평가 및 리더십평가 모델 

- 행동기준평정척도(BARS) 사용 평가 

- 인공지능(A.I.) 텍스트 감성분석 

- 부정행위탐지기술 2개 적용

Google 인공지능 (A.I.) 엔진 이 
탑재된 체커오토, 
클래스가 다른 평판조회를  
느껴보세요!



체커 루키
임원∙리더급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컨설팅체커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솔루션 + 컨설팅체커 오토

신입∙인턴∙알바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플랫폼체커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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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빠릅니다. 
수백명의 지원자 평판조회도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Ultra-fast process

빨리 진행되서 착해요

지원자 1명을 조회할 때 후보자 1명당  
15,000원이 발생합니다. 

연간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할인도 가능합니다.

Reasonable price

합리적 가격이어서 착해요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가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내 1등 평판조회 업체  
위크루트 체커의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Safe process

꼼꼼하고 안전해서 착해요

체커루키는 딱 2단계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자동시스템이 진행하므로 
채용담당자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용하기 쉬워서 착해요

Easy process



‘루키체커’ <기업회원> 로그인 
<시작하기> → 지원자에게 전달하기 (카톡,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 
※ 채용공고에 복사+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1.시작하기
<결과보기> → 지원자 이름을 클릭해서 ‘상세보기’

2.결과보기

체커 루키 / 프로세스 15

심플한 프로세스가 최고의 프로세스입니다!



체커 루키 / 레퍼런스체크 보고서 16

아직도 변별도 낮은 인성검사 외에는 대안이 
없으신가요?  
 
체커루키 보고서는 후보자의 진면목을 더 입체적
이고 체계적으로 비춰줍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검증한 후에  
채용하세요.

함께 일했던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체커루키가 실패없는 인재채용을  
도와 드립니다!



인재검증 서비스 비교
임원∙리더급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컨설팅체커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솔루션 + 컨설팅체커 오토

신입∙인턴∙알바 채용을 위한 평판조회 플랫폼체커 루키



온라인 평판조회 서비스 선택시 Check-List 

온라인 평판조회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18

신뢰성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NO NO

NO NO

편리성

1. 지원자 본인의 평판조회 열람을 제한하는가? 1. 채용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가?

2. 평판 작성시 지원자 동의를 필수로 받고있는가? 2. 지원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

3. 전문 인재검증 컨설팅팀을 보유하고 있는가? 3. 저렴한 비용에도 선발타당도는 높은가?

지원자 스스로 열람하고 보내는 평판이 과연 믿음직한 평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평판참고인이 
솔직하게 평판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체커는 지원자에게 본인의 평판조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
다. 신뢰성을 보장하고, 평판참고인의 솔직한 평판 작성을 돕습니다.

일일이 알아보고, 요청하고, 현황을 확인하고.. 바쁜 채용담당자에게 과연 이럴 여유가 있을까요? 

지원자 본인의 동의 없이 아무나 평판을 작성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입니다. 평판참고인에게 재직증명서, 명함,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서비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문 인재검증 컨설팅팀이 없는 서비스,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입 ∙ 인턴 채용하는데 한 명당 몇 만원씩 하는 평판조회는 부담되지 않을까요? 
체커는 국내 최저 가격이면서 선발타당도는 20% 이상인 국내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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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리더급

컨설턴트

7~10%

O

5~7일

전화인터뷰 
(주관식)

컨설턴트

주중 업무시간 내

X

250천원

15~20명 내외

대상 타겟

지정

선발타당도

질문 커스터마이징

진행 속도

인터뷰 방식

비지정

진행 시간

회원가입 필요

서비스 비용

1일 최대 처리가능인원

서비스 방식

 진행방식

서비스 성능

일반경력

솔루션

15~20%

O

1~2일

이메일 인터뷰 
(객관식+주관식)

컨설턴트 *

항상 가능 (심야, 주말 포함)

X

25천원

제한없음 (∞)

신입,인턴,알바

플랫폼

15~20%

X

1~2일

모바일 인터뷰 
(객관식+주관식)

X

항상 가능 (심야, 주말 포함)

O

5천원

제한없음 (∞)

리스크 후보자 발굴율  
(요관찰 발굴 비율)

워킹데이 기준

* 필요시 선택사항 추가가능

평판참고인 1인당 기준

구분 비고

사용 편리성

6개월개인정보삭제 3개월 탈퇴시 삭제

체커 프리미엄 체커 오토 체커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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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본 보고서

3명

₩200,000 / 레퍼리

₩70,000 / 후보자

₩60,000 / 후보자

₩50,000 / 후보자

₩40,000 / 후보자

2명

2명

2명

A

단위가격

1~9 명

10~99 명

100~299 명

300 명 이상

B

C

후보자 1 명

D

비지정

AI 보고서

금액 (VAT 별도)

2명

₩300,000 / 레퍼리

₩100,000 / 후보자

₩90,000 / 후보자

₩80,000 / 후보자

₩70,000 / 후보자

₩15,000 / 후보자

2명

1명

1명

₩100,000 / 건

₩1,100,000 / 후보자

₩1,300,000 / 후보자

₩800,000 / 후보자

후보자 1인당 비용 
지정 평판참고인 3명 가능 

(VAT 별도)

후보자 1 인당 비용 기준 (*상세 조회시에만 비용 발생) 
체커루키 서비스 대행료 및 결과 분석 비용 포함

₩700,000 / 후보자

구분 

프로젝트 구매 단위 
(후보자 1인당 기준)

평판조회

구분

보고서 종류별 금액

이력검증 (학력 / 경력) 금액 (VAT별도)

비고

금액 (VAT별도)

*월단위 기준으로 비용이 정산되며,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비용  을 청구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인터뷰 또는 영문 보고서 작성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조회는 최근 5년내 국내 경력 2건을 기준으로 검증합
니다. 
 
* 기타 이력검증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추가 인재검증 (*선택) 
[추가 오프라인 평판조회] 
₩ 300,000/ 명 (*레퍼리 1인당 비용 기준) 
 
[이력검증] 
① 학력조회(국내) : ₩ 50,000/건, (해외) ₩ 135,000/건 
② 경력조회(국내) : ₩ 50,000/최대2건 (* 최근 5년내 국내 
경력 2건) 
 
*추가 오프라인 평판조회 : 체커 프리미엄 컨설턴트가 추가 평판참고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서비스 입니다.  
(*인포그래픽 레포트 해석, 내용 편집 및 컨설팅 포함)

체커 프리미엄 (Checker Premium)

체커 오토 (Checker Auto)

체커 루키 (Checker Rookie)



국내 최대 헤드헌팅 서비스 중개 플랫폼인재채용

헌터스



헌터스 플랫폼 이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헌터스를 이용하면 연간 300만원의 채용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conomic (경제적 채용)

아직도 수작업으로 헤드헌팅 프로젝트를  
관리하세요? 원클릭으로 업무 효율을 300%  
올려보세요.

Easy (편리한 채용)

가장 헤드헌터가 많은 곳이 가장 사람을  
잘 찾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헤드헌팅 네트워크가 
가장 빨리 인재를찾아드립니다.

Excellent (우수한 채용)

헌터스 / 서비스 소개 및 특징 22

인사담당자

헤드헌터 후보자

헌터스

국내 최대 헤드헌팅 네트워크, 
헌터스를 소개합니다!

인사담당자와 헤드헌터 사이에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터스는 이런 문제를 단번해 해결했습니다.



기존에는 불안했다면  
헌터스는 안심입니다. 
(* 기존 거래 써치펌은 30개까지  
중개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헤드헌팅 수수료 안심 보장 지급 시스템

스마트한 헤드헌팅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기존에는 수작업이었다면  
헌터스는 원클릭입니다 .

원클릭 헤드헌팅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기존에는 안 보였다면  
헌터스는 보여드립니다.

실력있는 헤드헌터를 한 눈에 비교 선택

기존에는 비쌌다면  
위크루트는 아껴드립니다. 
수수료 경매방식으로 오히려 채용경비를  
아껴보세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수수료 입찰 시스템

헌터스 / 인사담당자 23



기존

30% 
써치펌(회사)

35% 
헤드헌터(호스트)

35% 
헤드헌터(리써처)

60% 
헤드헌터(리써처)

90% 
헤드헌터(리써처)

30% 
써치펌(회사)

10% 헌터스

10% 헌터스

Type A

B to B 
(서치펌 거래)

Type B

B to C 
(프리랜서 거래)

모두가 Win Win 하는 헤드헌팅 중개 플랫폼입니다.
* 헤드헌터(호스트) 기능을 원클릭으로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 세금계산서(A타입) 또는 개인소득 원천징수(B 타입) 모두 가능합니다.

헤드헌터 수입은 29% 늘리고 영업마케팅비는 67% 줄이세요.

헌터스는 수수료의 80~90% 를 돌려 드립니다.

3,000 건의 헤드헌팅 프로젝트가 귀하를 기다립니다.

헌터스는 당신의 믿음직한 영업맨입니다.

헌터스 / 헤드헌터 24

After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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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등록 
(대행가능)

헤드헌터 선택 
(계약체결)

기존 거래 
서치펌

일반 
헤드헌터

채용 프로세스 
진행

채용공고 확인 
/ 제안하기

리크루팅 
/ 인재추천

추천된 
인재관리

인사담당자

헤드헌터

헌터스 검수

채용 확정 
비용지불

비용 정산
정보오픈 
(기업명, 상세요강) 
인재추천 가능

소통가능 
(1:1, N:1)

100 %

100 % 80 ~ 90 % *

1일2회 알림

* 헤드헌터의 성과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 차등 적용



위크루트 사람들 



모두가 Win Win 하는 헤드헌팅 중개 플랫폼입니다.고객이 인정하는 서비스가 REAL 입니다.
위크루트와 함께 인재채용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고객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27



비전 

밸류 

미션 

열정의 원뜻은 수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정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열정, 컴패션을 원합니다.

COMPASSION (팀워크 , 수난 , 열정)

모든 일에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고
스는 성경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 우리는 빛과 생명 을 지향합니다.

LOGOS (의미, 진리)

사업이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몸짓입니다 . 내가 원하는게 아니라 고
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게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 입니다.

CUSTOMER - Orientation (고객지향)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게 우리의 핵심 미션입니다 . 우리는  
사람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 사람 을 사랑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HUMANISM (사람에 대한 사랑)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참고 기다리는것 , 세상을 바꾸는 변화
는 일상의 절제된 루틴이 응축되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ENDURANCE (끈기 , 우직함)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과정이 올 바라야 합니다 .과
정이 올바르다면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INTEGRITY (정직 , 성실)

우리는 계속 하나의 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 1 의 기술중심의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별입니다 팀 위크루트는 인재채용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이노베이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위크루트가 바라보는 별

별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때로는 추위와 배고픔 ,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지도 모릅니다. 
팀 위크루트는 6 개의 핵심가치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PASSION MATTERS.
위크루트가 가는 길

별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때로는 추위와 배고픔 ,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지도 모릅니다. 
팀 위크루트는 6 개의 핵심가치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위크루트가 존재하는 이유

비전, 미션 및 밸류 28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리의 핵심 미션입니다. 우리는 
사람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 사람
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위크루트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022년 2월 4일 Wecruit Bus 가 출발합니다.

소외된 지역이나 빈곤 지역에 방과 후 학교(After School)를  
만드는 CSR 프로젝트입니다.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 1 John 3:18 -

BUS는 ‘Build Up Schools’의 약자로  
‘학교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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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금부터 그 꿈 이 시작됩니다.
위크루트 CSR 프로그램

Build Up Schools

Wecruit BUS.



www.wecruitcorp.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 번길 8 킨스타워 1504 호 ㈜ 위크루트 
TEL : 031 778 6710, 6583 
E - Mail : wecruit@wecruitcorp.com 
대표자 : 조강민 
사업자등록번호 : 134 87 09038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 : 제 22020-3780288-14-5-0000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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