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1 GLG 소개 

GLG는 세계적인 인사이트 네트워크입니다. GLG는 1998년 설립 이래 업계의 선두자로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상의 전문 지식 및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들을 고객사와 연결해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드립니다. GLG의 전문가 네트워크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다양한 1차적 전문 지식 

소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매일 새롭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2 GLG 고객 

GLG 고객사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의사 결정권자들입니다. 주요 고객은 기술, 생명과학 및 산업 

기업(다수의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세계 10대 기술 기업 중 9개, 투자 및 금융 회사, 컨설팅 회사 

포함)으로, 이 외에도 전 세계 수백 개의 비영리 단체와 사회적 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3 GLG 전문가 소개 

GLG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약 100만 명의 Fortune 500대 기업 최고 경영진 임원 출신 전문가, 학자, 

과학자, 정책 전문가, 전직 공공 부문 리더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전문가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GLG는 매일 수백 명의 새로운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 GLG의 업무 방식 

GLG의 글로벌 팀과 플랫폼에서는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이 과정을 지원합니다. GLG는 전화 상담, 설문 조사, 대면 및 비대면 미팅, 보고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GLG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GLG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 

GLG를 통해 고객은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전략적 과제, 가설 테스트, 

시장 피드백, 임원급 전문가의 조언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포함하여 지식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GLG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GLG 전문가 네트워크 이용  

GLG는 주요 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B2B 인사이트 네트워크이며, 세계 최고의 단체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고객으로서 상담을 원하시면 https://glginsights.com/ko/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7 GLG의 전문가 모집 방식 

GLG는 특정 프로젝트 요구 사항에 알맞는 세계 각국의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성장시킵니다. 분야별 전문 지식을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원으로서 함께 공유하길 원하시면 

https://glginsights.com/ko/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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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LG의 차별화 요소 

GLG는 전문가 네트워크 업계의 기반을 마련한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GLG는 뚜렷한 목적 

의식 아래 운영되며, 컴플라이언스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한 표준을 세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력들을 포함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그리고 기술 및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매일 고객과의 약속을 실천합니다. 

 


